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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 System 기본 사항 

1.1 PI System이란? 

목표 

 PI System의 구성 요소를 정의합니다.  

 PI System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1.1.1 PI System 설명 

PI System은 플랜트 또는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소스를 하나 이상의 PI 인터페이스 노드에 연결합니다. 인터페이스 노드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Data Archive로 보냅니다. 데이터는 Data Archive에 저장되며 AF(Asset 

Framework)에 정의된 자산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Data Archive에서 직접 

액세스하거나 AF 서버에서 PVS(PI Visualization Suite)의 PI ProcessBook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시 AF를 활용하므로 사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할 때 

Data Archive에 직접 액세스하기보다는 AF 서버에 액세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PI System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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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일반적인 PI System 아키텍처 

아키텍처는 경우에 따라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에게는 Data Archive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또는 두 개뿐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널리 사용되는 OSIsoft 제품 대부분을 포함하며 완벽히 

개발된 PI System의 예입니다. 

PI Server = Data Archive + PI AF(Asse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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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많은 Data Archiv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컴퓨터 보안에서 군대 용어를 본떠 명명된 비무장 지대(DMZ로 축약되며, Data 

Management Zone 또는 Demarcation Zone 또는 경계 네트워크라고도 함)는 조직의 외부 

서비스를 포함하며 신뢰할 수 없는 대규모 네트워크(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노출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서브네트워크입니다. DMZ의 용도는 조직의 LAN(Local Area Network)에 보안 레이어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공격자는 네트워크 전체가 아니라 DMZ의 장비에만 

액세스합니다. [참조: http://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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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I System의 기본 빌딩 블록 

목표 

 PI Asset Framework(AF) 자산과 해당 구성 요소(요소 및 특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AF 특성 유형인 정적(없음), PI Point, 포인트 배열, 공식, 문자열 빌더, 테이블 조회 및 

분석을 정의합니다. 

1.2.1 PI Point란?  

PI Point(또는 PI 태그)는 Data Archive의 데이터를 위한 고유 저장 지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측정값의 단일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PI Server에서 사용되는 저장 단위입니다. 

Data Archive 포인트에는 PI 포인트를 정의하는 포인트 특성이라는 속성 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도구에서 표시 또는 정보 제공용으로 사용되며 

다음에서 간략히 설명됩니다.  

포인트 이름 

Data Archive에서 저장을 위한 포인트를 생성하려면 고유 이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PI 포인트 이름은 제어 시스템 포인트 이름을 기반으로 지정됩니다. 포인트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식별하는 이름이므로 조직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일관된 포인트-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름 지정 규칙을 알면 포인트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해 보십시오. 

포인트 이름: M03_E1P1_MOTDRV1202_RUNST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이름은 Machine3 Enclosure 1 Panel 1 Motor Drive 1202 Run Status를 나타내는데,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도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타 일반적인 포인트 특성 중 일부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특성 설명 

Descriptor 이는 Data Archive 포인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설명입니다. 포인트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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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직관적이지는 않으므로 설명자가 주로 검색 기준이 됩니다. 즉, 포인트 이름은 

대개 약어 규칙의 일종이며 설명자는 “전체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EngUnits 공학 단위(측정 단위) 

영 및 Span 이는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정의하며 여러 위치에서 사용됩니다. 확실한 것은 

트랜드, 막대 그래프 또는 다중 상태 심볼과 같은 개체의 상한 및 하한입니다. 

포인트 소스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PI 포인트를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혹 

포인트 검색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데이터(예: DCS, PLC 또는 기타 

소스)를 생성하는 수단인 데이터 소스를 알아야 합니다. 

1.2.2 자산이란? 

AF에서 장비나 프로세스 또는 회사 위치와 사이트는 각각 요소(자산)로 나타냅니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장비는 하나의 구조로 구성됩니다. AF는 자산 및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Data Archive 사용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특성 명명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은 계층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되므로 각 

장비에 대한 기술 세부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3 AF 특성이란?  

특성은 자산과 연결된 고유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특성은 탱크의 직경 같은 고정 정보를 나타내는 

단순 값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특성은 PI 포인트, 공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값 등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는 해당 자산을 나타내는 요소에 연결됩니다.  

자산이 생성되면 AF에서 자동으로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PI 포인트: 자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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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I System Explorer 

PSE 또는 AF 클라이언트라고도 하는 PI System Explorer는 AF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며, 

사용자가 장비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AF, PI Notifications 및 이벤트 프레임을 위한 구성 및 관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E는 PI ProcessBook 및 PI DataLink 설치의 일부로 설치됩니다. PI Notifications 설치 키트의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는 알림을 구성할 수 있도록 PSE(MyPI, 알림 및 연락처)의 네비게이터 

패널에 섹션을 추가합니다. 

PSE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메뉴 바/도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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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는 데이터베이스 열기/생성, 요소 또는 연락처 검색, 변경 사항 적용 및 체크인, 보기 

옵션 설정 등의 작업에 사용합니다. 메뉴 및 도구 모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네비게이터 

패널에서 선택된 섹션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네비게이터 패널 

PI System 개체는 네비게이터 패널에 표시되는 섹션으로 그룹화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그룹으로는 요소, 이벤트 프레임, 라이브러리 및 측정 단위 및 분석이 있습니다. PI Notifications 

기능이 설치된 경우 MyPI, 알림 및 연락처도 네비게이터 패널에 표시됩니다.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뷰어 패널에서 작업하고 표시할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는 

AF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PI System 개체(예: 요소, 템플릿, 알림 등)가 표시됩니다. 네비게이터 

패널에서 선택한 섹션에 따라 다음 항목을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소: 요소는 여러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AF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요소 계층을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프레임: 다음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벤트 프레임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컨텍스트로 정의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프레임은 다운타임 이벤트, 프로세스 및 

환경 탐색, 배치 처리 단계 또는 조직에 중요한 기타 이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는 AF 계층 전체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개체 컬렉션입니다. 라이브러리에 

표시되는 개체 유형으로는 범주, 요소 템플릿, 계수 세트, 참조 유형 및 테이블이 있습니다. 

 측정 단위(UOM): UOM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한 UOM 클래스 특성에 대한 측정 단위 간에 

간단한 변환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석: 이 섹션에서는 현재 AF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된 모든 분석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분석 시작, 중지 및 과거값 적용과 같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 

아이템 상태를 보려면 브라우저에서 해당 아이템을 클릭한 후 상태 표시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수정 시간, 개체가 체크아웃되었는지 여부 또는 알림이 현재 로드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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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패널 

이 패널은 정적 특성에 대한 특성 참조, UOM, 값 등 특성과 관련된 속성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뷰어 

기본 작업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요소, 특성, 템플릿, 테이블, 연락처, 알림, 분석 등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뷰어를 통해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 패널은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보기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System Explorer 사용(PI System Explorer사용 설명서)을 

참조하십시오. 

1.3.1 AF 서버에 연결하여 요소 계층 보기 

AF는 자산 프레임워크 개체(요소, 템플릿 등)를 AF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AF에 AF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PSE에서는 왼쪽 

상단 모퉁이의 Database 단추를 선택하여 현재 연결된 AF 서버와 해당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사용자가 연결된 AF 서버가 화면 상단의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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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AF 서버에 연결된 경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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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지침 수행 활동 - AF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 설명 

OSIsoft Plant라는 AF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요소 계층을 보고 드릴다운하여 현재 보유한 탱크 

유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PISRV1이라는 AF Server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법 

1단계: PSE(PI System Explorer)에서 Database를 클릭합니다. 

2단계: Asset Server 드롭다운 목록에서 PISRV1을 선택하고,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 

Connect를 클릭합니다. 

3단계: 이 OSIsoft Plant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OSIsoft Plan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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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지침 수행 활동 – 정의된 자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 설명 

데이터 참조는 외부 데이터에서 AF 특성 값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PSE를 사용하여 AF 특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참조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다음 각 데이터 참조를 사용하는 특성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 <없음> (정적) _______________________ 

b. 공식 _______________________ 

c. PI 포인트 _______________________ 

d. 포인트 배열(클라이언트 도구에서 지원되지 않음) _______________________ 

e. 문자열 빌더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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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테이블 조회 _______________________ 

g. 분석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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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I System 내에서의 데이터 이동 방식 

목표 

 인터페이스가 노이즈를 필터링하고 정의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Data Archive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만 저장하기 위해 압축을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압축 및 예외 보고를 지정하는 구성 가능한 특성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PI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양을 구성하면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해당 포인트의 서버(예외 

보고)로 연결되는 데이터 흐름과 해당 포인트의 아카이브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 효율성(압축 

테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두 테스트 및 보고 메커니즘의 설정 기본값은 PI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직의 

상황은 다르므로 PI 관리자는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러한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OSIsoft YouTube 학습 채널의 다음 YouTube 동영상은 위에 언급된 메커니즘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OSIsoft: 예외 및 압축에 대한 간략한 요약" http://youtu.be/6-scv3oQ7Kk 

참고: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YouTube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OSIsoft: 예외 및 압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youtu.be/89hg2mme7S0  

아래에는 이러한 두 테스트 및 보고 메커니즘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4.1 예외 보고(노이즈 필터링) 

이론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의 논리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흔히 이것을 

“Reporting by Exception”(예외에 의한 보고)이라고 합니다. 예외 테스트에서는 노이즈로 

간주되는 모든 값을 필터링합니다.  

http://youtu.be/6-scv3oQ7Kk
http://youtu.be/89hg2mme7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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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세스에서는 노이즈를 필터링하므로 Data Archive와 인터페이스 노드 사이의 통신(I/O)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외 편차는 계기 장치의 정밀도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보고는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발생하는 간단한 선형 테스트입니다. 

노이즈: 중요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란 기기의 정확도 임계값 미만으로 정의되었거나, PI Point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설정했거나, 반복해서 OPEN을 읽는 밸브와 같이 동일한 값으로 정의됩니다. 

예외 보고를 통과하고 Data Archive로 전송되는 값을 스냅샷 값 또는 현재 값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Server 시스템 관리 설명서의 “예외 보고 및 압축 테스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2 압축 테스트(의미 있는 데이터만 저장) 

압축 테스트는 Data Archive에서 데이터 저장소 효율성을 높여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압축 테스트에서는 스윙 도어 압축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PI 아카이브에 저장되어야 하는 이벤트를 결정합니다. Data Archive는 압축 테스트에 

의해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벤트만 저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이벤트 보간을 

통해 다른 이벤트를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압축 테스트를 통과한 값은 아카이브되므로 아카이브 값이라고 합니다.  

참고: 압축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B 문서 “KB00699 - 압축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KB/KB00699  

 

  

http://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KB/KB00699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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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I System에 “미래 데이터” 저장 및 액세스 

많은 기업들이 리소스 요구 사항 또는 유지 관리 작업을 예상하거나 예측 생산 수율과 실제 생산 

수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예측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 이전 버전의 Data Archive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만 지원했으며, 타임스탬프가 현재 시간을 

벗어난 데이터(즉, “미래 데이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Data Archive 2015에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유형은 미래 데이터와 구분되어 미래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2가지 데이터 유형이 결합된 경우 Data Archive 2015에서는 1970년 

1월부터 2038년 1월까지의 타임스탬프가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1.5.1 미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과거 데이터와 어떻게 다릅니까? 

Data Archive는 새롭게 사용 가능한 PI 포인트 특성인 “미래”에 따라 기존의 실시간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이 특성은 미래 데이터 PI 포인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 Point가 

생성된 후에는 미래 특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과거 PI 포인트는 미래 

PI 포인트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Data Archive는 미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되며 “미래 아카이브”라고 하는 개별 

아카이브를 사용합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의 아카이브와는 크게 

다르며, “과거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미래 아카이브에는 사전 결정된 시간 범위가 있으며 

데이터를 수신할 때만 생성됩니다. 모든 미래 아카이브에는 1MB의 초기 크기가 있으며 동적으로 

성장하고 항상 한 달이라는 시간 범위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새 PI 값이 12월 7일 오전 9시에 

들어오고 아카이브 파일이 12월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경우 Data Archive는 하나의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과거 및 미래 아카이브는 데이터 보유, 가용성,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또는 미래 PI 포인트 간에서 선택하는 것은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 즉 연속 

측정을 수집하는 센서의 데이터 또는 현재 시간과 가깝지 않거나 자주 개정될 수 있는(예: 예측)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장된 값의 이러한 중요한 차이는 PI 포인트의 

수명에서 변경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고: 미래가 아닌 과거 데이터 PI 포인트는 현재 시간보다 10분이 넘는 타임스탬프를 가진 

데이터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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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PI 도구에서 미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미래 데이터는 특정 시간 범위(예: 현재 시간의 하루 전, 일주일 전)에서 생성되며 

새로운 예측 집합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주기적으로 새로 고쳐집니다. PI에 저장된 데이터 

예측값은 시각적으로(예: 그래픽 PI trend 사용) 또는 분석적으로(예: PI DataLink 스프레드시트 

사용) 실제 측정값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측 기록을 보유하면 모델 최적화 및 “가상(what-if)” 

분석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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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I를 사용하여 중요한 이벤트 추적 

이벤트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프로세스 또는 

비즈니스 기간입니다.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벤트를 캡처하고 이들 이벤트 전후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들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이벤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가능한 오류 원인이나 잠재적인 오류 시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산 다운타임  환경 모니터링 이상 

 프로세스 이상  제품 추적 배치 

 장비 시동 및 종료  작업자 교대 

PI System에서는 이벤트를 이벤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프레임을 사용하면 중요한 

이벤트 및 관련 데이터를 캡처, 저장, 검색,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프레임의 이점은 

연속 기간이 아니라 이러한 이벤트 컨텍스트에서 PI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벤트 프레임 사용자는 시간별로 검색하는 대신, PI System에서 분석하거나 보고하려는 특정 

이벤트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프레임은 다음 3가지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1. 이름: 각 이벤트 프레임 이름은 고유해야 하며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이벤트의 시간 범위를 정의합니다. 

3. 컨텍스트: 하나 이상의 이벤트 특성 및 참조된 AF 요소 

이벤트 프레임 프로파일에 적합한 추적 가능 이벤트는 다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양호한 이벤트: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이벤트(예: 제품 추적, 근무 교대 등). 

불량한 이벤트: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예상치 못한 종료 또는 일시적 이탈처럼 발생하는 경우 

분석하고 빨리 수정해야 하는 이벤트. 장시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추적 및 보고하고자 하는 

이벤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추적해야 하는 이벤트 또는 조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이벤트를 분석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Q1. 이 자산 유형에서 이벤트 X가 발생한 횟수는 모두 몇 번입니까? 

Q2. 시간 범위 또는 단일 시점의 다른 포인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Q3. 문제가 발생했거나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시간 기간 동안 연관된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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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 프로세스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6.1 이벤트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  

이벤트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치 실행 시스템용 PI 인터페이스, 

Event Frame Generator 및 AF SDK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은 그중 일부분입니다. 또한 

PI Analytics 릴리스를 사용하면 AF에서 직접 이벤트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F에서 

이벤트 프레임이 생성되었으면 PI DataLink 및 PI Vision과 같은 클라이언트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이벤트 프레임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1.6.2 이벤트 프레임을 검색 및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 프레임은 AF 서버에 저장됩니다. PI Vision 및 PI DataLink와 같은 시각화 클라이언트는 

AF 서버에 액세스하여 이벤트 및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므로 중요한 이벤트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이벤트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PI System Explorer: PSE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특성에 

대한 간트 차트 및 열 기능을 갖춘 유용한 테이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벤트 

프레임의 생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 DataLink: PI DataLink를 사용하여 AF에서 Excel로 이벤트 프레임을 가져온 다음, 해당 

이벤트를 보고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및 피벗 차트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이벤트 프레임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Excel 기능입니다(이후 

장에서 간략히 설명할 예정임).  

PI Vision: 디스플레이의 자산과 관련된 이벤트 프레임은 PI Vision에서 검색됩니다.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이벤트 목록에 표시되는 이벤트가 결정됩니다(이후 

장에서 설명할 예정임). Gantt 차트 및 트랜드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비슷한 이벤트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3 이벤트 프레임의 장점 

이벤트 프레임의 기능과 이점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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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능의 장점 

유연함 

 동일한 이벤트에서 여러 요소를 참조합니다. 

 AF 요소에서 여러 개의 겹치는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모든 이벤트를 캡처합니다. "배치"는 캡처할 수 있는 

이벤트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검색 
 시간 범위, 이벤트 유형 또는 이벤트 프레임 특성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확장성 
 이벤트 프레임은 확장성이 매우 높지만 배치가 아주 

많을 경우 검색 성능이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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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플랜트 

이 과정에서는 OSIsoft Plant라고 하는 가상의 플랜트를 사용합니다. 이 간단한 플랜트에는 두 

생산 라인이 있으며 각 생산 라인에는 혼합 탱크와 보관 탱크가 각각 하나씩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플랜트는 도표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것처럼, 각 탱크에는 Plant 장치에서 지속적으로 값이 수집되는 내부 및 외부 온도, 

흐름 속도, 압력, 수위 등 여러 프로세스 변수가 있습니다. PI System의 초창기 시절에는 이러한 

프로세스 변수는 과거 데이터를 Data Archive에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아이템이었습니다.  

Production Line 2 Production Line 2 

Production Area 

 

OSIsof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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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의 테이블로 사용 가능한 유지 관리 시트에 저장되는 제조업체, 모델 및 설치 날짜 등 

각 탱크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탱크의 재료 흐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Plant의 SQL Server에 있는 테이블에 보관됩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SQL Server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는 Data Archive에 

저장된 과거 데이터와 쉽게 통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한 곳, 즉 

PI System에 통합하려면 AF 및 계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SIsoft Plant에서 각 혼합 탱크의 수위에 대한 예측값은 원활한 생산 환경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Level_Forecast는 Data Archive의 “미래” 포인트에 저장되며, PI System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고 PI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제 수위 값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PI 포인트 컬렉션은 프로세스 변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Data Archive를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이 플랜트의 AF에 기본 제공되는 계층도 있는데, 이 계층은 프로세스 변수 시계열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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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 시간 

PI 시간이라는 특수 구문을 사용하여 PI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예: PI Vision)에서 

타임스탬프 및 시간 간격에 대한 입력을 지정합니다. PI 시간에서는 유효한 시간 식을 생성할 때 

특정 약어와 규칙을 사용합니다.  
 
 
 

2.1 PI 시간 식  

PI system 내에는 두 가지 시간 지정 범주가 있습니다. 

고정 시간: 특정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는 식(변경되지 않음) 

사용 시기: 히스토리의 특정 시간에 대한 PI System 데이터의 보기를 저장하려는 경우 

예: 사용자가 1월 5일에 발생한 장비 고장 이벤트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시간: 현재 날짜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는 식 

사용 시기: 데이터의 동적 보기를 만들려는 경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는 데 

사용하거나 주기적 보고서를 만드는 데 주기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음) 

예: 사용자가 주별 생산 합계를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 시간 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이 보고서를 매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시간 및 레퍼런스 시간 모두 시간 오프셋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오프셋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1.1 고정 시간 구문 

고정 시간 식은 날짜 및 선택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식입니다. 시간을 생략하면 자정이 

사용됩니다.  

식 의미 

23-aug-12 15:00:00 2012년 8월 23일 오후 3:00 

25-sep-12 2012년 9월 25일 00:00:00(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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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System에서는 다양한 고정 시간 형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PI 시각화 도구가 설치된 컴퓨터의 Windows 지역 및 언어 설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 지역 및 언어 형식 의미 

1/5/2015 영어(미국) 2015년 1월 5일 00:00:00(자정) 

1/5/2015 영어(캐나다) 2015년 5월 1일 00:00:00(자정) 
 

2.1.2 레퍼런스 시간 구문  

레퍼런스 시간 약어는 현재 시간에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약어 전체 레퍼런스 시간 

*  현재 시각 

t today 오늘의 00:00:00(자정) 

y yesterday 이전 날의 00:00:00(자정) 

fri friday 가장 최근 금요일 00:00:00(자정) 

may may 현재 연도의 5월 당일에 해당하는 00:00:00(자정)  

apr-DD april-DD 현재 연도의 4월 DD일에 해당하는 00:00:00(자정)  

YYYY  YYYY년 현재 달과 날짜에 해당하는 00:00:00(자정) 

M-D 또는 M/D  현재 연도의 M월 D일에 해당하는 00:00:00(자정)  

DD  현재 달의 DD일 00:00:00(자정) 

요일과 월의 경우 약어로 처음 3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 의미 

thu 최근 목요일 00:00:00(자정) 

2015 2015년 현재 달, 현재 날짜 00:00:00(자정) 

시간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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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시간을 지정할 때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특정 약어(아래 나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어는 시간 오프셋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어 시간 단위 

s 초 

m 분 

h 시간 

d 일 

mo 월 

y 년 

w 주 

s, second 또는 seconds와 같이 시간 단위에 대한 약어, 전체 시간 단위 또는 복수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오프셋이란 유효한 값과 + 또는 ? 기호가 포함된 시간 단위(예: +8h)입니다. 

시간 오프셋은 시간 필드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정 시간 또는 레퍼런스 시간 

약어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2.1.3 시간 오프셋 구문 

레퍼런스 시간 또는 고정 시간 및 오프셋 식 

레퍼런스 시간 약어 또는 고정 시간이 함께 포함될 경우 지정된 시간에 시간 오프셋을 더하거나 

뺍니다(+ 또는 -와 값이 포함된 시간 단위로 표시됨). 

식 의미 

*-1h 한 시간 전 

t+8h 오늘 08:00:00(오전 8:00) 

y-8h 그저께 16:00:00(오후 4:00) 

mon+14.5h 지난 월요일 14:50:00(오후 2:30) 

sat-1m 지난 금요일 23:59:00(오후 11:59) 

1-jan-15 – 1d 2014년 12월 31일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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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오프셋이 단독으로 사용됨 

시간 필드에 하나만 입력된 경우, 타임 오프셋은 암시된 레퍼런스 시간에 상대적인 시간을 

지정합니다. 암시된 레퍼런스 시간은 식을 입력한 필드에 따라 다릅니다. 

 시작 시간의 경우, 레퍼런스 시간은 현재 클록 시간입니다.  

 종료 시간의 경우, 레퍼런스 시간은 시작 시간입니다. 

 단일 타임스탬프의 경우, 레퍼런스 시간은 현재 클록 시간입니다. 

 

시간 필드 식 의미 

시작 시간 -1d 현재 클록 시간에서 하루 전(현재 클록 

시간에서 24시간 전) 

종료 시간 +6h 시작 시간에서 6시간 후 

종료 시간 -30m 시작 시간에서 30분 전 

타임스탬프 -15s 현재 클록 시간에서 15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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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규칙 

규칙 1: 식에는 단일 시간 오프셋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오프셋이 포함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간 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d+4h 

t-1d+12h 

규칙 2: 시간 오프셋을 정의하려면 시간 단위와 함께 유효한 값을 포함해야 합니다. 초, 분 

또는 시간에 대해서만 소수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 단위에 대해서는 분수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 3: 고정 타임스탬프는 연도, 월, 날짜 및 시간 필드(시간, 분 및 초)로 구성됩니다. 

PI 시간 식에 이러한 필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 값이 사용됩니다.  

 시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자정입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 날짜입니다. 

 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 달입니다. 

 연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 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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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실습 - PI 시간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문제 설명 

파트 1 - 아래 테이블에서 PI 시간으로 표시된 "실제" 날짜 및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타임스탬프 입력 의미 

*- 30m  

y + 8h  

T  

Thu  

Tuesday - 2일  

18  

y-2y  

파트 2 – 다음 시간을 유효한 PI 시간 식으로 표현합니다. 

타임스탬프 입력 의미 

 오늘 오전 6:00  

 월요일 오전 6:30  

 12시간 전 

 이번 달 첫째 날 

 주말(금요일 아침) 

 어제 오전 7:00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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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첫째 날 

 2014년 9월 25일 

파트 3 – 오늘 오전 8시에 “PI 요약”할 수 있는 4가지 이상의 방법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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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래 데이터 

미래 데이터는 미래 타임스탬프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Data Archive 2015를 통해 현재 이외의 

시간에도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관 및 검색하여 1970년 1월부터 2038년 1월까지 

범위 내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Data Archive 2015를 사용하면 미래 타임스탬프로 

데이터를 캡처 및 분석하고 PI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에 대해 가능한 예측을 그래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의 입력을 지정하려면 과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시간 식, 즉 앞서 설명한 고정 시간, 

레퍼런스 시간 및 레퍼런스 시간 약어 또는 고정 시간과 함께 시간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타임스탬프가 미래인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예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의미 

*+1h 지금부터 1시간 

t+3d 오늘 자정부터 3일 

Y+1y 어제부터 1년 

 

2.4 PI는 표준 시간대 및 일광 절약 시간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간략히 말하자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Data Archive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시간은 GMT(그리니치 표준시)라고도 하는 UTC(협정 

세계시)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하루가 정확히 24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보는 

사용자의 로컬 시스템 시계는 표준 시간대 또는 DST(일광 절약 시간)와 같은 시간에 맞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루가 23시간인 것처럼 보이거나 25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Data 

Archive는 하루를 24시간으로만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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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이언트 및 PI Data Archive는 속해 있는 표준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버 시간 

또는 클라이언트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도구의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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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 Vision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생성 

PI Vision은 프로세스 공학 정보를 쉽게 검색,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기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PI Vision을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또는 다른 PI System 데이터를 검색 및 시각화합니다. 

 쉽게 검색하고 추가로 분석하도록 디스플레이를 저장합니다. 

 여러 자산에 디스플레이를 재사용합니다.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PI Vision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룹의 다른 구성원과 디스플레이를 공유합니다. 

PI Vision은 다양한 컴퓨터(예: iOS 또는 Android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태블릿과 전화)의 최신 

브라우저에서 대부분 지원됩니다. 

3.1 PI Vision: 새 이름 

OSIsoft는 엔터프라이즈와 광범위한 커뮤니티 에코시스템에 대한 고객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된 시각화 인프라 생성에 착수했습니다. 새 이름은 시각화 전략의 방향을 더 잘 

캡처했습니다. PI Vision은 새 경로의 시작과, 통합된 강력한 확장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OSIsoft 시각화의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3.2 PI Vision 디스플레이 

목표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검색에 포함된 검색 메커니즘 및 데이터 아이템 설명 

 사용 가능한 동적 및 정적 심볼 열거 

 심볼 생성 및 구성 

 멀티-스테이트 심볼 구성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 변경 방법 설명 

 디자인 모드 도구 모음의 옵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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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Vision을 사용하여 이벤트 프레임의 시각화 및 비교를 소개 

 

PI Vision을 사용하려면 관리자가 설정한 PI Vision 응용 프로그램 서버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주소는 https://webServer/PIVision입니다. 여기서 webServer는 PI Vision 웹 

서버의 이름입니다. 

3.2.1 Plant의 자산 살펴보기 

PI Vision 홈페이지에서 PI System에 저장된 운영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PI Vision의 홈페이지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의 섬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생성한 디스플레이는 물론 동료가 생성하고 조직 내 나머지 사용자와 공유한 

디스플레이도 포함됩니다. 이후 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주로 기본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는 HTML5를 

사용하는 기존의 PI Vision 디스플레이입니다.  

참고: PI Vision으로 업그레이드하면 PI Coresight 2015 및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생성된 

디스플레이가 새 형식으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면 New Display  를 클릭하고, 최상위 AF 서버에서 검은색 

화살표를 클릭하여 드릴다운하고 플랜트의 자산을 찾습니다. 자산의 계층이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산이 표시되면 Attributes 목록이 채워지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webserver/P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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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심볼 유형을 선택하고 단위를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끌어다 놓아 심볼을 만듭니다. 사용된 

요소는 특성이거나 특성이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요소에 할당된 특성이 없는 경우, 

심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참고: PI Vision의 Data Archive 또는 AF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사용 가능한 연결은 

PI Vision 관리 페이지에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Vision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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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침 수행 활동 - PI Vision을 통해 PI System 데이터 알아보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Vision 디스플레이의 구성 요소 만들기 

문제 설명 

PI ProcessBook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 컴퓨터에서 Mixing Tank1에 대한 다음 중요한 

측정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M
ix

in
g

 T
a
n

k
1
 

측정 디스플레이 심볼 

압력 방사상 측정기 

레벨 
트랜드 

Level_Forecast 

외부 온도 값 

제품 
테이블 

밀도 

방법 

1단계: 웹 브라우저에서 PI Vision 홈페이지를 엽니다. 

2단계: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3단계: AF 서버 PISRV1의 계층 및 데이터베이스 OSIsoft Plant를 드릴다운하여 어떤 요소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Mixing Tank1로 드릴다운합니다. 수평 게이지 아이콘을 선택하고 압력을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끌어다 놓아 수평 게이지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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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트랜드 아이콘을 선택하고 레벨 및 Level_Forecast를 끌어다 놓아 트랜드를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트랜드 형식 지정을 선택한 다음 트랜드 

커서의 색을 변경합니다. 

6단계: 디스플레이의 종료 시간을 *+10m으로 변경 

7단계: 값 아이콘을 선택하고 외부 온도를 끌어다 놓아 값을 만듭니다. 

8단계: 테이블 아이콘을 선택하고 제품 및 밀도를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9단계: 설치 날짜를 테이블에 추가한 다음 테이블 구성 창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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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PI Vision 심볼 

검색 중인 데이터 아이템을 찾은 후 검색 막대 위에 있는 아이콘에서 생성할 심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아이템을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끌어다 놓아 선택한 심볼을 만듭니다. 

기호 기능 
허용되는 데이터 

아이템 수 

 
트랜드 

기간별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아이템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드는 시계열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만 

시계열이 아닌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모드에서는 클릭하여 트랜드 커서를 표시하고, 시간 범위에서 

이동하고, 확대/축소하고, 트레이스를 숨길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값의 범위를 구성하거나 트레이스를 

제거합니다. 

멀티 

 
값 

값은 디스플레이의 종료 시간에 데이터 아이템을 위해 얻은 

판독값 또는 스냅샷입니다. 숫자, 타임스탬프, 문자열 또는 

디지털 상태로 표시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값 

표시 형식을 지정하거나 멀티-스테이트를 추가합니다. 

단일 

 
테이블 

테이블 심볼은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이름, 값, 설명 및 기타 

요약 데이터가 포함된 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약 데이터 

값은 시간 표시줄에 정의된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에서 정해진 

간격으로 추출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테이블 

열을 구성합니다. 

멀티 

 
수직 게이지 이 세 가지 심볼은 방향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심볼의 zero 및 span은 PI Point 특성에서 온 것입니다. 데이터 

아이템이 수식 유형의 AF 특성인 경우 특성에 대한 최소값 및 

최대값 특성이 사용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게이지에 형식을 지정하거나 멀티-스테이트를 추가합니다. 

단일 
 
수평 측정기 

 
방사상 측정기 

 XY 플롯 

XY 플롯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세트 쌍 사이의 상관 관계를 

표시합니다. XY 플롯(분산 플롯이라고도 함)에서 X 스케일은 

쌍의 항목 중 하나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을 표시하고, Y 스케일은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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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의 다른 항목의 값을 표시합니다. 

현재 릴리스의 경우 이 심볼은 Community Technology 

Preview이며 PI System 관리자가 별도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산 비교 

테이블 

자산 비교 테이블 심볼을 사용하면 자산별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비슷한 장비 유형에서 측정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에는 자체 행이 할당되지만, 열에는 자산에서 선택한 

특성이 포함됩니다. 

멀티 

3.2.4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풍부하게 만드는 도구 및 심볼 

편집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도형,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추가하고 디스플레이에서 개체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도구 모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설명합니다.  

 

 

정적 

도형 

정적 모양은 직사각형, 원형, 선, 원호 또는 다각형을 

디스플레이에 추가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모양 

형식을 지정하거나 멀티-스테이트를 추가합니다. 

 
텍스트 

텍스트 라인을 디스플레이에 추가합니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고 연결할 기존 디스플레이를 검색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텍스트 형식을 지정하거나 멀티-스테이트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JPG, TIF, GIF(정적 및 

애니메이션), BMP 및 SVG를 비롯한 대부분의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최대 이미지 크기는 2MB입니다.  

 
배열 

여러 개체를 정렬하거나 개체 중 하나를 앞쪽 또는 뒤쪽으로 

가져와서 배열하려면 편집 도구 모음에서 배열 단추를 

클릭합니다. 

개체를 앞쪽 또는 뒤쪽으로 보내고, 여러 개체를 정렬하고, 

개체를 디스플레이에 배포하는 등의 디스플레이 개체를 

배열하거나 정렬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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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PI Vision의 미래 데이터  

동적 심볼은 이제 미래 데이터를 지원하므로 특수한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범위를 미래로 설정하는 경우 미래 데이터에 대한 추적이 계단형 패턴으로 새 값을 계속 

표시합니다. 

미래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범위가 있는 트랜드는 "지금 " 선을 표시합니다. 지금 라인은 예측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 미래로 확장한 동안 있게 되는 위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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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실습 - PI Vision 디스플레이 설계 구성 요소 탐색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위치 확인 

문제 설명 

다음 스크린샷에 표시된 PI Vision 구성 요소를 해당 작업에 연결하십시오. 이때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를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PI Vision 사용 설명서를 활용하십시오.  

파트 1 – 디스플레이에서 수행할 작업… 

a. 선 그리기 _____ 

b. 선택된 심볼 복사 _____ 

c. 다른 디스플레이에 링크 추가 _____ 

d. 디스플레이 저장 _____ 

e. 선택한 심볼 정렬 _____ 

f. 디자인 모드 전환 _____ 

g. 그림 삽입 _____ 

h. 마지막 작업 실행 취소 또는 재실행 _____ 

i. 이전에 복사된 심볼 붙여넣기 _____ 

j. 선택된 심볼 삭제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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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2 – 디스플레이에서 수행할 작업… 

a. 요소에 대한 특성 목록 보기 _____ 

b. 데이터 아이템(AF 요소, AF 특성 또는 

PI Point) 검색 _____ 

c. 시계열 데이터로 트랜드 만들기 _____ 

d. 데이터와 연결된 이벤트 프레임 확인 

_____ 

e. 자산 비교 테이블 삽입 ______ 

f. 테이블 삽입 _____ 

g. AF 계층 탐색 _____ 

h. 게이지 삽입 _____ 

i. 디스플레이에 추가할 그래픽 찾기 ____ 

j. 데이터 아이템의 현재 값 삽입 _____ 

 

 

 

 

파트 3 – 디스플레이에서 수행할 작업… 

a. 디스플레이 기간 변경 _____ 

b. 디스플레이 종료 시간 수동 설정 _____ 

c. 디스플레이 시작 시간 변경 _____ 

d. 지금 종료하도록 디스플레이 설정 _____ 

e. 앞으로 또는 뒤로 시간 이동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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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Plant에서 데이터 아이템 검색 

검색 창을 사용하여 PI Point 및 AF 특성과 같은 PI System의 데이터 아이템을 찾습니다. 이전에 

저장된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PI System 레벨에서 검색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터 검색 쿼리가 다음을 찾습니다. 

 PI 포인트  , 예: sinusoid 

 AF 요소 , 예: Tucson 

 AF 특성 , 예: reliability 

 PI 포인트에 대한 설명 

 AF 특성에 대한 설명 

특정 Data Archive로 드릴다운하거나 AF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후속 요소 트리 구조로 

드릴다운하여 검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2.8 키워드 검색과 구 검색 비교 

PI Vision은 검색 및 탐색 성능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I Indexed Search Crawler를 

사용합니다. 이는 PI System Explorer 및 PI DataLink와 같은 다른 클라이언트 도구에서 사용되는 

검색 및 탐색 메커니즘과 다릅니다. 인덱스된 검색에서 결과는 구가 아닌 키워드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이는 Google 또는 다른 최신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때와 유사한 검색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쿼리에 대해 다른 도구와 비교했을 때 PI Vision에 다른 결과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와 같은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하는 검색 쿼리에 적용됩니다. 

참고: 키워드 검색은 디스플레이 제목 검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덱스된 검색은 PI Point, AF 

특성, AF 요소 및 관련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아이템을 검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디스플레이 제목 검색에서는 구 검색을 주로 사용하며,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 

PI Vision의 구 검색과 인덱스된 키워드 검색의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아이템(PI Point 이름 또는 AF 요소 이름일 수 있음)에 대한 다음 3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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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시나리오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가상 데이터 아이템 ID 번호를 이러한 세 데이터 

아이템 각각에 할당하겠습니다. 

데이터 아이템 ID# 

Mixing Tank1 1 

Storage Tank1 2 

Tanks 3 

이 3가지 데이터 아이템을 바탕으로 이후의 검색 결과에서 다음 인덱싱된 키워드 테이블을 

살펴봅니다. 

키워드 관련 ID# 

Mixing  1 

Tank1 1, 2 

Storage 2 

Tanks 3 

다음은 검색 쿼리 및 해당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입니다. 

검색 쿼리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ID#) 

Tank* Tank1, Tanks 1, 2, 3 

Mix*Tank* - - 

Mix* *Tank Mixing, (Tank1 또는 Tanks) 1 

tank1 tank1 1,2 

참고: PI Vision은 모든 검색 끝에 *를 추가하므로 사실상 위 테이블에서 처음 두 행의 끝에는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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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지침 수행 활동 - PI Vision에서의 검색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Vision에서 PI Point 및 AF 특성 검색 

문제 설명 

PI System에서 데이터 아이템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PI Vision에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탱크의 흐름 속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혼합 탱크(디스플레이 제목으로 Mixing Tank1 또는 Mixing Tank2 사용)에 대해 어떤 다른 

디스플레이가 생성되었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PI Vision 홈페이지를 열고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2단계: OSIsoft Plant라는 AF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단계: 다음 검색 쿼리(흐름 속도 관련) 조합을 입력하여 검색 결과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a. Flow 

b. F*Rate 

c. F* Rate 

4단계: 다음 검색 쿼리(혼합 탱크 관련) 조합을 입력하여 검색 결과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a. Mixing Tank 

b. *Mixing tank 

c. *mix*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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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실습 - 모든 중요한 측정값 모니터링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Vision에서 데이터 아이템 검색 

 일괄적으로 표시할 심볼 추가 

문제 설명 

과거 4시간부터 다음 15분까지 OSIsoft 플랜트의 탱크 4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측정값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탱크 4개 각각에 대한 주요 측정값과 관련하여 다음 심볼을 포함하는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Mixing Tank1 

및  

Storage 

Tank1에 모두 

관련 

측정 디스플레이 심볼 

내부 및 외부 온도 단일 트랜드 

Level 및 Level_Forecast 단일 트랜드 

제품 테이블 

자산 이름 값 

생산 영역  자산 이름 값 

생산 라인 자산 이름 값 

 

2단계: Production Line2에 대해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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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모양과 이미지를 추가하여 디스플레이를 완료합니다(필요한 경우 빠른 Google 

검색을 수행하여 일부 이미지 찾기). 

4단계: 디스플레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위에서 언급된 원하는 값으로 변경합니다.  

5단계: 디스플레이를 <Initials>_Production Area Dashboard로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플랜트를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동일한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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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급 기능으로 PI Vision 디스플레이 향상 

3.3.1 여러 자산에 디스플레이 재사용  

PI Vision은 디스플레이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자동으로 찾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련 자산을 

스왑하여 디스플레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산은 일반 템플릿에 내장된 자산입니다.  

관련 자산을 스왑하려면 자산 전환 드롭다운 목록  을 선택하고 관련 

자산을 선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실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3.2 멀티-스테이트 동작 구성  

PI Vision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심볼에 멀티-스테이트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트를 통해 동적 데이터 값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있는 개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상태에 해당하는 값 범위에 특정 색상이 할당됩니다. 멀티-스테이트 개체의 데이터 

값이 할당된 범위에 들어가면 해당 색상이 변경되어 상태 변경을 나타냅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개체를 멀티-스테이트(텍스트, 그래픽, 값, 게이지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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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서 값 또는 게이지 심볼에 멀티-스테이트 동작을 

추가하려면 심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Add Multi-

State를 선택합니다. 이제 심볼 내부 특성은 멀티-스테이트 동작과 

연결될 트리거로 동작합니다. 원하는 경우 활성 특성을 제거하고 다른 

특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예 : 레벨 게이지에 밸브의 열림 또는 닫힘 

여부에 따라 멀티-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음). 

모양, 이미지 또는 텍스트에 대한 멀티-스테이트 동작을 

구성하려면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onfigure 

Multi-State를 선택합니다. 멀티-스테이트를 트리거할 특성에 

개체를 연결하려면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 아이템을 찾고 Multi-

State 창의 위쪽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Multi-State 창에는 일반 상태 5개가 있고, 각 상태에는 다른 

색이 할당됩니다. 불량 데이터 상태는 값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불량 데이터 상태는 PI 관리자만 구성할 

수 있지만, 해당 색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태 색상을 

수정하려면 상태를 클릭하여 색상표를 엽니다. 색상표에서 Blink를 

선택하여 심볼을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값 필드에서 상태의 

최대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상태를 추가하려면 위쪽 빈 필드에 

최대값을 입력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상태를 제거하려면 상태 옆의 X를 

클릭합니다.  

멀티-스테이트에서 특성을 연결 해제하려면 Multi-State 창의 위쪽에서 

휴지통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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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탱크 1|압력에 대한 멀티-스테이트 한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AF 특성에 한도가 할당된 경우(AF 2016에서 도입됨) 멀티-스테이트에는 

AF에 정의된 한도가 사용되며, 사용자는 한도를 변경할 수 없고 각 상태와 

연결된 색상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압력은 한도 제한 특성을 가진 하위 

특성인 AF 한도로 구성되었습니다. 

 

 

 

 

 

 

3.3.3 그래픽 라이브러리 

그래픽 라이브러리 창에는 많은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픽은 광범위한 범주 및 산업에 속하는 스텐실 내부에 

구성됩니다. 이러한 많은 그래픽에는 색상, 채우기 유형, 방향 또는 

배경 같은 특성이 있으며 이들 특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라이브러리 창을 열려면 이벤트 탭 아래에 있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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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컬렉션 

컬렉션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서 같은 유형의 모든 자산을 바로 찾아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데이터 심볼을 선택하고, 각 자산을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도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관련 자산 및 특성을 자동으로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PI AF 템플릿에 구성된 10개의 펌프가 한 개 플랜트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펌프 

1의 유속 및 상태 특성을 보고 동시에 10개의 모든 펌프에 대한 유속 및 상태를 보여주는 

컬렉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검색 조건을 변경하여 매개변수가 원하는 범위 내에 속하거나 특정 상태에 있는 자산만 

표시하도록 컬렉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 자동으로 자산 변경 매개변수 또는 

상태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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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지침 수행 활동 - PI Vision의 그래픽, 멀티-스테이트 동작, 컬렉션 및 자산 테이블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Vision 디스플레이에 그래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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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Vision에서 멀티-스테이트 동작 추가 

 컬렉션 생성  

 자산 비교 테이블 생성 

문제 설명 

모든 탱크에 대한 주요 레벨 정보를 표시하려면 대시 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  

1단계: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2단계: 그래픽 라이브러리 보기를 열고 탱크 스텐실 그룹에서 탱크 그래픽을 찾습니다. 

그래픽을 선택한 다음 디스플레이에 사각형을 끌어 심볼을 만듭니다. 

3단계: 탱크 그래픽 위에 Mixing Tank1 레벨에 대한 수직 게이지를 추가합니다.  

4단계: 게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Add Multi-State…를 선택합니다. 

5단계: Assets 창에서 Mixing Tank1로 이동하고 External Temperature를 찾아서 Multi-State 

Attribute 창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6단계: 상태 최대값을 변경한 다음, 색상표를 열고 깜박임을 선택하여 최상위 상태를 

깜박이도록 설정합니다. 

7단계: 탱크 그래픽 위의 디스플레이와 Mixing Tank1의 이름에 대한 게이지에 값 심볼을 

추가합니다. 

8단계: 디스플레이에서 심볼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컬렉션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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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새 컬렉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Edit Collection Criteria…을 선택합니다.  

a. Search Root(검색 루트)를 확장하고, Production Area(생산 영역)를 입력한 다음 

Return All Descendants(모든 자손 반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Asset Type(자산 유형)을 확장하고 Asset Attribute(자산 특성)을 추가합니다. 

레벨 < 4를 설정합니다. 

  

10단계: Mixing Tank1의 자산 이름 및 설치 날짜가 포함된 자산 비교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11단계: Mixing Tank2로 이동하여 자산(요소)을 자산 비교 테이블로 끌어서 Storage Tank1 및 

Storage Tank2에 대해 반복합니다. 

12단계: 디스플레이 시간을 변경하고 전체 디스플레이 업데이트를 동적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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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실습 - 탱크 모니터링을 위한 동적 대시 보드 만들기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동적 심볼을 사용하여 PI Vision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심볼이 있는 컬렉션을 만듭니다. 

문제 설명 

탱크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운영자는 주어진 시간에 

과열된 탱크만 보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탱크의 설치 날짜와 자산 위치를 나열한 요약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방법 

1단계: 컬렉션 심볼을 사용하여 다음 심볼을 포함한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컬
렉

션
 

측정 디스플레이 심볼 

자산 이름 값 

탱크 그래픽 

외부 온도 값(멀티-스테이트가 기본값을 사용하지만 색상은 변경함) 

내부 온도 측정기 

내부 온도 
트랜드 

외부 온도 

 

설치 날짜 
자산 비교 테이블 

자산 위치 

2단계: 과열된 탱크(내부 온도 > 150°F)만 표시하도록 컬렉션 기준을 편집하고, 자산 유형에 

자산 특성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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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늘 오전 8시에 몇 개의 탱크가 과열되었습니까? _____________ 

b. 어제 정오에 몇 개의 탱크가 과열되었습니까? _____________ 

3단계: 탱크 온도 대시 보드 <Initials>로 디스플레이를 저장합니다. 

보너스: 더 많은 그래픽과 멀티-스테이트 심볼(예: 압력에 대한 게이지)을 포함하도록 컬렉션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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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실습 - 혼합 탱크의 주요성과지표 모니터링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동적 심볼을 사용하여 PI Vision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심볼에 멀티-스테이트 동작 추가 

 여러 자산에 PI Vision 대시보드 재사용 

문제 설명 

생산 영역에서 각 탱크의 세부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PI Vision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탱크에 대한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각 탱크에 재사용하면 되는 자산 스왑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단계: 다음 심볼이 포함된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M
ix

in
g

 T
a
n

k
1
 

측정 디스플레이 심볼 

자산 이름 값 

자산 위치 값 

내부 온도 값(멀티-스테이트) 

외부 온도 값(멀티-스테이트) 

설치 날짜 값 

내부 온도 
테이블 

외부 온도 

레벨 
트랜드 

Level_Forecast 

전체 백분율 수직 게이지(멀티-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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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방사형 게이지(멀티-스테이트) 

제품 

테이블 
직경 

높이 

밀도 

a. 지난 12시간 동안 Mixing Tank1에 대한 최대 외부 온도는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 

b. 과거 12시간 동안 Mixing Tank1에 대한 최소 내부 온도는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 

힌트: PI Vision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하는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디스플레이에 모양과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3단계: 같은 디스플레이를 재사용하여 다른 탱크를 모니터링합니다. 

a. 과거 12시간 동안 Mixing Tank2에 대한 최대 외부 온도는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 

b. 과거 12시간 동안 Storage Tank2에 대한 최소 내부 온도는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 

4단계: 디스플레이를 <Initials>_Tank Details로 저장합니다. 

보너스: 이전 실습(컬렉션이 있는 대시보드)의 탐색 링크를 이 디스플레이에 생성합니다. 적절한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각 컬렉션 구성원과 테이블의 각 행이 이 디스플레이로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실습 후에는 탐색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해결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한 가지 예일 뿐이며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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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I Vision 추가 기능 

3.4.1 PI Vision 심볼에 탐색 링크 추가 

디스플레이의 심볼, 도형 또는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다른 PI Vision 

디스플레이 또는 외부 웹 사이트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면 해당 하이퍼링크에서 연결된 

디스플레이 또는 웹 사이트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원본 

디스플레이의 자산 및 시간 컨텍스트와 자동으로 

일치하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텍스트 아이콘 을 선택한 다음 디스플레이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를 디스플레이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뉴가 열립니다. 탐색 

링크에 텍스트 동기화를 선택하여 URL을 입력합니다. 

 

3.4.2 PI Vision URL 매개변수 

URL을 사용하여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열 수 

있습니다. 

URL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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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데이터 아이템으로 채워진 단일 트랜드를 보여주는 임시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URL은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Ad Hoc)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를 지정합니다. 

 키오스크 모드를 지정하여 대화형 작업이 제한된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동일 AF 템플릿을 공유하는 다른 자산에 기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PI Vision에서 액세스한 PI ProcessBook 요소 상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시간대가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대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의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도구 모음이나 시간 표시줄을 숨기거나, 모두 숨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PI Vision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리디렉션되지 않도록 

합니다.  

 

URL 매개변수 추가 규칙: 

규칙 1: 물음표(?)를 사용하여 이전 기본 URL에서 쿼리 문자열 매개변수를 구분합니다. 

규칙 2: 앰퍼샌드(&)를 사용하여 각 쿼리 문자열 매개변수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URL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rtTime=<PI Time> 및 EndTime=<PI Time> 

디스플레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모든 유효한 PI 시간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http://PISRV1/PIVision/#/Displays/339/MyDisplay?StartTime=*-1h&EndTime=*  

Mode=Kiosk 

키오스크 모드를 지정하여 대화형 작업이 제한된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예: 

http://PISRV1PIVision/#/Displays/339/MyDisplay?mode=kiosk  

http://pisrv1/coresight/#/Displays/339/MyDisplay?StartTime=*-1h&EndTime=*
http://pisrv1coresight/#/Displays/339/MyDisplay?mode=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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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Toolbar 및 HideTimebar 

디스플레이에서 도구 모음 및 시간 표시줄을 숨깁니다. 

예: 

http://PISRV1/PIVision/#/Displays/339/MyDisplay?HideToolbar  

http://PISRV1/PIVision/#/Displays/339/MyDisplay?HideTimebar  

이러한 매개 변수를 다른 URL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PISRV1/PIVision/#/Displays/339/MyDisplay?mode=kiosk&HideToolbar&HideTimebar  

 

자세한 내용은 PI Vision 설치 및 관리 설명서의 “디스플레이 표시를 제어할 수 

있는 URL 매개변수”를 참조하십시오. 

  

http://pisrv1/coresight/#/Displays/339/MyDisplay?HideToolbar
http://pisrv1/coresight/#/Displays/339/MyDisplay?HideTimebar
http://pisrv1/PIVision/#/Displays/339/MyDisplay?mode=kiosk&HideToolbar&HideTimebar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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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지침 수행 활동 – URL 매개변수 및 하이퍼링크 사용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URL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PI Vision 디스플레이에 대한 링크 만들기 

문제 설명 

운영 팀에서 Mixing Tank1에 어제 정오부터 오전 자정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아침 일찍 

보고합니다. 팀은 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방법 

1단계: 탱크 온도 대시 보드 <Initials>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2단계: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컬렉션 수정을 선택합니다.  

3단계: 탱크 그래픽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탐색 링크 추가...를 선택합니다. 

4단계: 다른 페이지로 하이퍼링크 열기로 작업을 그대로 두고 디스플레이 검색... 링크를 

클릭합니다. <Initials>_Tank 세부 정보 디스플레이를 검색합니다. 

5단계: 디스플레이를 저장합니다. 

6단계: 링크를 테스트합니다.  

7단계: 디스플레이를 키오스크 모드로 전환하여 읽기 전용으로 설정합니다. URL의 끝에 

&mode=Kiosk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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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실습 - PI Vision 디스플레이 간 탐색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개요 대시보드에서 더 자세한 디스플레이로 연결되는 링크를 만듭니다. 

문제 설명 

Production Area Dashboard 디스플레이에서 Tank Dashboard 디스플레이로 빠르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탱크 세부 정보에 생산 영역 대시보드의 자산 이름 값에 대한 탐색 링크를 추가합니다. 

2단계: 디스플레이를 저장하고 링크를 테스트합니다. 

3단계: 생산 영역 대시보드 및 탱크 온도 대시보드로 돌아가는 탱크 세부 정보 디스플레이에 

텍스트 심볼을 추가합니다.  

 

보너스 

4단계: 현재 디스플레이 컨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탱크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자산 비교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5단계: 디스플레이를 저장하고 각 링크를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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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모니터링 

4.1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시각적 표시기 

목표 

 상태 보고서를 사용하여 잘못된 심볼 확인 

 도구 설명에 추가된 통계 정보를 표시 

PI ProcessBook 워크북은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항목 모음입니다. 또한 Microsoft 

Excel이나 웹 브라우저 또는 계산기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참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ProcessBook 사용 설명서의 “PI ProcessBook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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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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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지침 수행 활동 -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보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 설명 

전체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와 함께 PI ProcessBook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주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단계: 강의 자료의 PI ProcessBook 폴더에 있는 OSIsoft PowerCo.PIW 파일을 엽니다. 

2단계: 이 워크북을 Default(기본) 디스플레이 홈페이지로 설정합니다. 

3단계: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4단계: 영역 1 개요 디스플레이를 더블 클릭합니다. 

a. 서버 이름을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b. 서버 이름을 변경한 경우, 디스플레이를 저장합니다. 

5단계: 가스 버너 상태가 켜짐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 보일러 옆의  단추를 클릭하여 보일러 개요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6단계: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라는 단추를 클릭하여 영역 그래픽 개요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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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I ProcessBook에서 PI System에 연결 

목표 

 PI ProcessBook에서 Data Archive와의 연결 확인  

 Data Archive에 대한 새 연결 만들기 

 PI ProcessBook에서 AF 서버에 연결 

 연결된 자격 증명을 확인 

4.2.1 어디에 연결합니까? 

AF 서버를 통해 노출된 PI System의 데이터 또는 Data Archive의 포인트 데이터를 찾습니다.  

4.2.2 PI ProcessBook에서 Data Archive에 연결 

Data Archive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거나 PI ProcessBook에서 연결을 새로 추가하려면 

PI Connection Manager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PI ProcessBook이 시작된 경우 다음을 

선택합니다. 

File > Conn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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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연결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창에 구성되어 연결할 수 있는 Data Archive가 나열됩니다. 

또한 기본 서버로 선택한 Data Archive도 표시됩니다. 

참고: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 Data Archive가 선택됩니다. 

따라서 Data Archive를 구성한 적이 없더라도 PI Connection Manager에 최소 하나 이상의 Data 

Archive가 나타납니다. 

Connections 창에서 서버 이름 옆의 선택된 확인란은 Data Archive에 대해 열려 있는 연결을 

나타냅니다. 연결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유용한 정보는 사용된 자격 증명 및 Data Archive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보안 유형입니다. 연결 자격 증명은 두 위치에 표시됩니다. 

 

참고: 연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 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PI System을 담당하는 조직의 IT 직원, PI 전문가(조직에 있는 경우), OSIsoft 

기술지원 엔지니어 또는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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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PI ProcessBook 사용 설명서의 “서버 및 연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2.3 지침 수행 활동 - Data Archive에 대한 새 연결 만들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ProcessBook의 연결 목록에 새 Data Archive 추가  

문제 설명 

사이트에서 생산 데이터를 포함하는 새 Data Archive를 구축했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I ProcessBook에서 이 

서버에 대한 새로운 연결을 추가해야 합니다.  

Data Archive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법 

1단계: Connections…> PI Connection Manager를 사용하여 Data Archive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새 연결을 설정합니다. 다른 지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 유형과 포트 

번호를 각각 PI3 및 5450으로 유지합니다. 다른 선택 사항은 레거시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2단계: 이러한 서버에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단계: 이 서버의 연결 자격 증명은 무엇입니까?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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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81 페이지 

 

4.2.4 PI ProcessBook에서 AF 서버에 연결 

AF 서버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PI ProcessBook에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면 PI ProcessBook과 AF 서버와의 연결을 검사해야 합니다. 다음을 

선택하여 연결되어 있는 AF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e > PI Systems … 

 

Select Database(데이터베이스 선택) 대화 상자에 연결할 서버가 화면 상단의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기본 AF 서버는 설치 중에 설정되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기본 AF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도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기본 AF 데이터베이스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창이 나타나고 새로운 AF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82 페이지 

 

 

다른 AF 서버에 연결하려면 생략 기호 단추(...)를 클릭하여 다른 AF 서버를 검색합니다. 

 

4.2.5 AF 서버에 대한 자격 증명 검사 

아래 표시된 것처럼 AF Servers 창에서 AF 서버에 대한 연결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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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지침 수행 활동 - AF Server에 대한 새 연결 만들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ProcessBook의 연결 목록에 AF 서버 추가 

문제 설명 

사이트에서 생산 데이터를 포함하는 새 AF 서버를 구축했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I ProcessBook에서 이 

서버에 대한 새로운 연결을 추가해야 합니다.  

AF 서버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법 

1단계: PI Systems…> Select Database를 사용하여 AF 서버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새 연결을 

만듭니다. 

2단계: 이 서버에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단계: 이 서버의 연결 자격 증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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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할 때 사용할 PI 포인트 찾기 

태그 검색은 사용자가 Data Archive에서 관심 PI 포인트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를 클릭하거나 Tools>Tag Search를 선택하여 PI 포인트를 검색합니다. 

PI ProcessBook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 태그 검색 창에서는 다음 3가지 검색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고급 

 별칭 

 

 

 

 

기본 검색은 대부분의 일일 검색에 사용되며, 정의된 메뉴를 통해 공통 기준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별칭 검색에서는 PI Module Database(MDB)를 사용합니다. PI MDB는 PI System 

2010부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기본 자산 구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태그 검색은 다음 3가지 PI Point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합니다. 

포인트 마스크 

이는 포인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조직에 편리한 이름 지정 규칙이 있거나 플랜트의 포인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검색 작업이 더 쉬워지지만 대부분 사용자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설명자 

설명자는 필수 포인트 특성은 아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포인트를 찾을 때 사용하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포인트는 TC365674A.pv일 수 있지만 설명자는 Reactor 65 Operating Tem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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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힐 수 있습니다. 설명자를 사용한 검색의 단점은 텍스트 문자열을 비교하여 컴퓨터 프로세스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인트 소스 

포인트 소스는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PI System과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각 장치 인터페이스에는 특정 포인트 소스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장치는 알고 있지만 포인트 이름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치와 연결된 모든 포인트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87 페이지 

 

편차 

위 검색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문자를 대체하려면 별표(*)를 사용하십시오(다음 예제 참조). 

cd*158  = CDEP158, CDM158, CDT158 

다음 예와 같이 문자 하나만 대체하려면 ?를 사용하십시오.  

cd?158 = CDM158, CDT158 

cd??158 = CDE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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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침 수행 활동 – Data Archive에서 PI Point 검색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Data Archive에서 PI 포인트 검색  

문제 설명 

PI ProcessBook에서 PI 태그 검색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파트 1 

ba: 문자로 시작하는 포인트는 몇 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2 

R 포인트 소스가 포함된 포인트는 몇 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3 

OSIsoft Plant의 Data Archive에서 탱크와 관련된 포인트는 몇 개입니까?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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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프로세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생성 

목표 

 독립적인 디스플레이를 새로 생성합니다.  

 끌어다 놓기를 통해 동적 요소를 생성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요소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4.4.1 보기 및 편집 모드 

PI ProcessBook 내에는 2가지 모드인 실행 모드와 작업모드가 있습니다. 

보기 모드는 실행 모드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찾아보기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의 자산 변경 

 현재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 변경 

편집 모드는 작업모드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PI ProcessBook 심볼 생성 또는 편집 

 기존 디스플레이 내에 심볼 추가 또는 수정  

 영구적으로 심볼 크기 조정 

작업모드에서 한 번 클릭하여 개체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에서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행 모드가 기본 설정 모드로 지정됩니다.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는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Tools > Preferences...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PI ProcessBook Preferences 창의 

General 탭에서 Prefer Run Mode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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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빈 캔버스 시작 

새 PI ProcessBook 파일을 생성하려면 파일 > 새로 만들기를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개별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면 ProcessBook 디스플레이(.pdi)의 마지막 옵션을 

선택합니다. A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pdi): 

 PI ProcessBook에서 데이터의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용(.pdi 또는 .svg)할 수도 있고 PI ProcessBook(.piw)의 일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스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PI System의 실시간, 생산 데이터를 사용하는 운영 

환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심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PI ProcessBook, 다른 PI ProcessBook의 디스플레이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4.3 PI ProcessBook에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생성 

디스플레이는 정적 심볼, 단추 및 동적 심볼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별 항목을 포함합니다.  

정적 심볼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에 그래픽, 텍스트, 선 및 기타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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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는 계산기나 워드 프로세서 또는 다른 PI ProcessBook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단추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적 심볼은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심볼입니다. 이러한 심볼은 PI ProcessBook이 PI Server에서 업데이트를 받으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동적 심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드  

 막대 그래프  

 값  

 멀티-스테이트 심볼  

 

동적 심볼을 디스플레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리기 도구 모음 또는 그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심볼 단추를 클릭합니다. 동적 심볼을 선택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심볼 포인터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트랜드를 생성하는 경우 포인트는 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동적 심볼을 추가할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여 포인터를 끌면 직사각형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심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단추를 놓으면 원하는 동적 요소를 정의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동적 심볼의 정의에 포함되는 옵션은 심볼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동적 심볼의 경우 

심볼이 데이터를 가져올 PI Server 및 데이터 

아이템을 지정해야 합니다. ODBC를 제외하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 아이템 검색 옵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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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지침 수행 활동 – PI 포인트에 대한 동적 요소가 포함된 디스플레이 생성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몇 가지 동적 요소를 생성합니다. 

문제 설명 

Production Line2의 Mixing Tank2에 대해 수행된 일부 측정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 표에는 이러한 측정값, 해당 PI 포인트 및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포함할 연결된 동적 심볼이 나열됩니다. 

M
ix

in
g

 T
a
n

k
2
 측정된 값 연결된 PI 포인트 동적 심볼 

내부 온도 VPSD.OSIsoftPlant.PL2.MXTK2.Internal Temperature 값 

압력 VPSD.OSIsoftPlant.PL2.MXTK2.Pressure 트랜드 

레벨 VPSD.OSIsoftPlant.PL2.MXTK2.Level 트랜드, 바 

힌트: 포인트 검색에는 설명자를 사용합니다. 

방법 

4단계: PI ProcessBook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새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파일 

*.pdi를 생성합니다. 

5단계: 작업모드인지 확인합니다. 

6단계: 트랜드 단추 를 클릭하거나 Draw(그리기) -> Trend(트랜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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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트랜드에 사용할 큰 상자 하나를 그립니다. Define Trend(트랜드 정의) 창이 열리면 

Tag Search(태그 검색)를 클릭하고 압력 데이터 및 탱크 레벨 값을 저장하는 

포인트를 찾습니다. 

a. Point Mask: *Pressure* 

b. Descriptor: *Mixing Tank2*  

c. (확인을 클릭하고,태그 검색을 다시 클릭) 

d. Point Mask: *Level* 

e. Descriptor: *Mixing Tank2*  

8단계: 포인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른 모든 트랜드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9단계: 트랜드 옆에 막대 그래프를 추가하여 탱크의 수위를 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 

단추 를 클릭하거나 Draw(그리기) -> Bar(바)를 선택합니다. 

10단계: 값 단추 를 클릭하여 트랜드 위에 내부 온도 값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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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실습 – PI 포인트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생성 

 

다음 실습은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주요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은 실습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 

 디스플레이에 PI 포인트에 대한 여러 동적 심볼 추가 

문제 설명 

여러 생산 라인의 혼합 탱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업자를 위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정 앞부분에서 소개한 OSIsoft Plant와 관련이 있으며, 

연관 PI 포인트를 검색하는 데 필요합니다.  

방법 

1단계: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동적 심볼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 표를 사용하십시오. 

D
a

ta
 A

rc
h

iv
e
 포

인
트

 

M
ix

in
g

 T
a
n

k
1
 

측정된 값 동적 심볼 

외부 온도 
트랜드(과거 12시간 

동안) 
내부 온도 

레벨 수직 막대 

압력 수평 막대 

흐름 속도 값 

 

2단계: 포인트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측정된 각 값과 연결된 PI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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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방금 한 혼합 탱크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생성했으므로, 이제 다른 혼합 탱크에 대해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플랜트에 6개 이상의 혼합 탱크가 있으며 각 

혼합 탱크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생성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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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지침 수행 활동 – 프로세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에서 빠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가 충분한지 평가 

문제 설명 

방금 작업자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디스플레이를 생성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작업자가 매일 항상 바로 앞에서 보면서 확인할 디스플레이입니다. 

 

파트 1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파트 2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제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이 디스플레이에 추가할 항목 유형은 

무엇입니까? 

 

 

 

파트 3 

이 디스플레이에 추가할 기타 정보 및 유용한 값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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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F Display Builder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AF 요소 및 특성 찾기 

AF Display Builder라는 새로운 추가 기능이 PI ProcessBook에 포함되었으며 AF와 관련하여 

간편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AF Display Builder를 사용하면 AF 요소 계층 및 요소 특성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 또는 요소 템플릿에 심볼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를 쉽게 생성하고 요소 특성의 데이터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심볼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5.1 AF 브라우저 및 AF 속성 

AF Display Builder 추가 기능에서는 PI ProcessBook 내에 도킹할 수 

있는 다음 2가지 새로운 창을 사용합니다.  

 AF 브라우저: 연결된 AF 서버 내에 AF 요소 계층을 표시하며, 

사용자는 계층 내에서 검색을 수행하여 특정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AF 속성: AF 브라우저에 선택된 요소의 요소 특성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AF 특성에는 요소 특성으로 이름 및 값 열이 

표시되지만, AF 특성의 오른쪽 위 모퉁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명, 범주, UOM 등의 추가 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은 PI ProcessBook 응용 프로그램 내의 어떤 위치에서든 도킹, 

고정 및 고정 해제되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활성 

디스플레이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AF 요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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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지침 수행 활동 – PI ProcessBook에서 AF 계층 탐색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AF 계층, 요소, 특성 및 현재 값 확인  

문제 설명 

AF 브라우저 및 AF 속성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작업은 OSIsoft Plan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기록됩니다. 

파트 1 

Mixing Tank2의 현재 압력은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2 

연결된 생산 라인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3 

Storage Tank2의 평균 외부 온도는 75 미만입니까? __________________ 

(힌트: 외부 온도 옆의 + 기호를 확장합니다. 평균이 특성으로 나열됩니다.) 

 

파트 4 

최신 장비를 갖춘 생산 라인은 어느 곳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힌트: 설치 날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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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로 AF 특성 끌어다 놓기 

AF Display Builder 추가 기능은 요소 특성과 관련된 간편하고 새로운 끌어다 놓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AF 속성 창에서 특성을 다음과 같이 끕니다. 

 디스플레이의 빈 영역으로 끌어 인스턴트 값 심볼을 생성 

 트랜드 심볼로 끌어 트레이스를 해당 트랜드에 추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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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작업 따라하기 –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기 위한 AF 특성 끌어다 놓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AF 특성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만들기 

문제 설명 

PI ProcessBook에서 과거 2시간 동안의 Mixing Tank1의 내부 및 외부 온도를 보여주는 

트랜드와 함께 탱크의 설치 날짜를 보여주는 값이 포함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Data 

Archive의 제한 사항을 인지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생성할 때 AF 특성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PI ProcessBook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새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파일 

*.pdi를 생성합니다. 

2단계: 작업모드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AF 브라우저 및 AF 속성 창을 아직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활성화합니다.  

4단계: Trend 단추를 클릭하거나 Draw >Trend를 선택합니다. 

5단계: 트랜드에 사용할 큰 상자 하나를 그립니다. 트랜드 정의 창이 열리면 시작 플롯 

시간을 *-2h로 변경합니다. 데이터 아이템을 선택하지 말고 OK를 클릭하여 과거 

2시간에 해당하는 빈 트랜드를 생성합니다. 

6단계: AF 브라우저에서 Mixing Tank1로 드릴다운하여 클릭합니다. 

7단계: AF 속성에서 특성 외부 온도를 선택한 다음 빈 트랜드로 끌어다 놓습니다. 내부 

온도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8단계: AF 속성에서 특성 설치 날짜를 선택한 다음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의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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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F 및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 

PI ProcessBook은 AF에 연결해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분의 장치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PI ProcessBook의 기능은 유지 관리 시간을 줄이는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디스플레이만 생성 및 유지 관리하면서 여러 다양한 자산 컬렉션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력 터빈, AMI 계량기, 밸브 또는 펌프와 같은 100개의 장치가 있는 사이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장치는 동일한 유형의 포인트 및 속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각각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100개의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거나 

디스플레이 간 탐색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좋을 것입니다. 

대신, 요소 특성으로 참조된 PI 포인트를 사용하여 장치를 AF의 요소로서 정의합니다. 

참조하려는 추가적인 특성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요소에서 특성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이 "템플릿"은 탐색하려는 다른 모든 요소와 동일한 특성 

구조를 가진 요소여야 합니다. 마치고 나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컨텍스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0개의 모든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6.1 PI ProcessBook에서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ERD) 생성 

PI ProcessBook에서 ERD를 생성하려면 아래 나열된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View(보기) > Element Relative Display(요소 관련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여 

디스플레이를 재사용할 요소 목록을 추가합니다.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 창이 열립니다. 

 

2단계: AF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소 검색 창이 열립니다. 관심 요소를 검색하고 

목록에 포함시킬 항목을 모두 선택합니다. ERD 기능은 템플릿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템플릿을 검색 필터에 포함해야 합니다.  

3단계: 확인을 클릭하여 선택된 요소를 관심 요소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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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관심 요소에서 디스플레이 생성을 시작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이 요소의 특성에 

해당하는 동적 심볼을 생성합니다. 

5단계: 동적 요소에 특성을 추가하려면 평소대로 요소 구성을 시작하되 PI 포인트를 

입력하거나 AF2를 사용하지 말고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태그 검색 단추 옆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요소 관련을 클릭합니다. 

b. 현재 관심 요소(즉,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 창창에 선택되어 있는 요소) 아래에 

정의된 모든 특성 목록이 나타납니다. 

c. 동적 요소에 사용할 특성을 선택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된 특성 

목록에 이 특성을 추가합니다. 

d. 확인을 클릭합니다. 특성이 동적 요소 정의에 데이터 아이템으로 추가됩니다. 

나머지는 데이터 아이템 유형에 대한 동적 요소를 생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UOM:  

UOM을 기본값으로 유지하는 경우 PI ProcessBook에서는 AF 특성이 해당 값을 가져오는 

PI 포인트의 EngUnits를 표시합니다. AF의 장치를 표시하려면 트랜드 구성에서 장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PI ProcessBook 2012 이상에는 드롭다운 목록이 있습니다. 또는 구성 “;kPa”의 끝에 

매개변수를 추가해도 됩니다. 

요소 이름 추가:  

요소 이름 추가 단추를 클릭하여 현재 요소의 이름을 디스플레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로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전체 경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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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지침 수행 활동 -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 만들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요소 관련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생성 

문제 설명 

보유한 탱크가 4개라면 디스플레이도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면 디스플레이를 1개만 만들어도 탱크 4개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방법 

1단계: 새 *.PDI 파일을 생성합니다. 

2단계: 보기 >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3단계: 탱크 요소를 추가합니다. 

a. 탱크 4개가 하위 요소로 추가됩니다. 

4단계: Mixing Tank1을 한 번 클릭합니다. 

5단계: 트랜드를 그립니다. 

a. 요소 관련을 선택합니다. 

6단계: 흐름 속도 및 압력을 추가합니다. 

7단계: 이제 컨텍스트를 변경하여 Mixing Tank2로 전환합니다. 

8단계: 요소 이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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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실습 – 여러 자산에 단일 프로세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재사용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ProcessBook에서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단위 변환을 사용합니다. 

문제 설명 

이전에는 동적 심볼이 포함된 Mixing Tank1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를 

생성했습니다. 플랜트에는 탱크 4개가 있으므로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이를 4개의 모든 

탱크에 사용하여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유지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탱크는 동일한 AF 템플릿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으므로 ERD가 모든 탱크에 적용됩니다. 

방법 

1단계: 이 실습에서는 처음부터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며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에는 디스플레이에 포함되는 항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성/개체 요소 UOM 표시 

외부 온도 
트랜드 

도(C) 

내부 온도 도(C) 

레벨 트랜드(1시간 전부터 미래의 

10분까지) 

미터 

레벨 예측 미터 

레벨 수직 막대 미터 

압력 수평 막대 킬로파스칼 

흐름 속도 값 미국식 갤런/분 

설치 날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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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값 - 

직경 값 피트 

탱크의 이름 값 - 

2단계: 디스플레이가 생성된 경우 서로 다른 탱크 간에 전환하여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바탕화면에 ElementRelativeTankDisplay.PDI로 디스플레이를 저장해야 합니다. 

아래에 한 예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습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동일한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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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트랜드 작업 

목표 

 실행 모드에서 트랜드를 생성합니다. 

 실행 모드에서 트랜드를 확장 및 축소합니다. 

 트랜드에서 바로 확대 및 축소 기능을 사용합니다. 

 시간 축에서 작업 취소 단추를 사용합니다. 

 시간 축에서 앞으로 및 뒤로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트랜드 커서를 사용하여 값의 타임스탬프를 표시합니다. 

 트랜드에 여러 트레이스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4.7.1 과거 집계 보기 

프로세스에 관련하여 엔지니어와 작업자는 자산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PI ProcessBook에서 도구 설명 통계를 사용하면 해당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 통계를 표시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동적 심볼 위로 이동합니다. 이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심볼에 의해 지정된 가장 긴 시간 범위 동안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개수, 범위 및 모집단 표준 

편차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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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도구 설명 통계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표시되는 요약 통계는 평균, 최소값 및 

최대값입니다. Tools(도구) > ToolTip Statistics(도구 설명 통계)에서 도구 설명 통계에 

액세스하여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거나 표시할 요약 통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7.2 즉시 사용 가능한 트랜드 

기존 디스플레이의 동적 심볼 트랜드를 빠르게 생성하여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심볼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모드에서 임시 트랜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단계: 새 창의 트랜드의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동적 심볼을 선택합니다. 

2단계: Trend Display(트랜드 디스플레이) 단추 를 클릭하여 임시 트랜드를 생성합니다. 

File(파일) > Save(저장)를 사용하여 이 새 창을 디스플레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1단계: 현재 창의 디스플레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동적 심볼을 선택합니다. 

2단계: 그런 다음 트랜드 단추 를 클릭하고 직사각형을 그려 트랜드를 표시합니다. 

4.7.3 트랜드 내의 읽기전용 옵션 

 트랜드를 확대하여 프로세스를 검사합니다. 

o 트랜드를 최대화 및 복원합니다. 

o 확대 및 축소합니다. 

o 시간을 앞뒤로 스크롤합니다. 

 트랜드 커서 를 사용하여 특정 시점에 플로팅한 포인트의 값을 봅니다. 

 트레이스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변경 작업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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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실행 모드 모드에서 수행하는 변경 사항은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으로 

변경하려면 생성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를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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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지침 수행 활동 – PI ProcessBook에서 데이터에 대한 임시 분석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실행 모드에서 PI ProcessBook 사용 

문제 설명 

방금 프로세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ElementRelativeTankDisplay.PDI를 생성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레벨 및 압력은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과거 16시간에 걸쳐 이러한 

두 데이터 아이템의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새 트랜드를 디스플레이에 추가하여 과거 값을 

플로팅하고자 합니다.  

방법 

ElementRelativeTankDisplay.PDI를 아직 열지 않았다면 엽니다. 

1단계: 도구 설명을 사용하여 지난 8시간에 대한 평균 압력을 찾습니다.  

2단계: 실행 모드에서 압력에 해당하는 수평 막대를 클릭한 다음 트랜드 디스플레이 단추 

를 클릭합니다. 과거 8시간 동안의 압력에 해당하는 임시 트랜드가 열립니다. 돋보기 

를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시간 범위를 16시간으로 변경합니다. 

3단계: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를 클릭하여 임시 디스플레이를 닫습니다. 

4단계: 실행 모드에서 압력에 해당하는 수평 막대를 클릭한 다음 Ctrl 키를 누른 채 레벨에 

해당하는 수직 막대를 클릭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동적 심볼이 모두 선택됩니다. 

Trend Display 단추를 클릭하여 두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임시 트랜드를 생성합니다. 

5단계: 디스플레이 범위를 16시간으로 변경합니다. 임시 디스플레이를 닫습니다.  

6단계: 디스플레이에서 데이터 아이템인 레벨 및 압력 모두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트랜드 단추 를 클릭하여 트랜드를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추가합니다. 

7단계: 수정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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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온도를 표시하는 트랜드를 더블 클릭하여 트랜드를 최대화합니다. 

9단계: 과거 16시간을 포함하도록 디스플레이 시간 범위를 변경합니다.  

10단계: 작업 취소 단추를 클릭하여 시간 범위를 다시 8시간으로 변경합니다.  

11단계: 2시간 전 무렵 두 온도의 정확한 값을 표시하도록 트랜드 커서를 가져옵니다. 트랜드 

커서로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말고 트랜드에서 트랜드 커서를 제거합니다. 외부 

온도만 표시하도록 트랜드에서 일시적으로 내부 온도 트레이스를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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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부속 기능 

목표 

 세부 정보 도킹 창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도킹 창을 사용하여 주석을 표시, 추가 또는 편집합니다. 

 세부 정보 도킹 창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파일로 내보냅니다.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PI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새 브라우저 도구 모음, 홈 및 북마크를 사용하여 탐색합니다. 

 재생 기능을 사용하여 시간 범위를 변경합니다. 

4.8.1 목록의 데이터 보기 

View(보기)>Details(세부 정보)로 

이동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Show Details and 

Annotations(세부 정보 및 주석 표시)를 

선택하면 동적 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Data(데이터), Statistics(통계) 

또는 Point Attributes(Point 특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스냅샷 

및 압축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에서 선택한 동적 요소의 

애노테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도구 설명 

통계와 동일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Point Attributes(포인트 특성)을 선택하면 선택한 포인트의 

값 및 특성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4.8.2 데이터에 주석 추가 

주석은 프로세스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애노테이션은 트랜드에 

표시되며 Microsoft Excel용 PI DataLink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포인트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에서도 직접 애노테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프로세스 

히스토리와 함께 Data Archive에 저장되고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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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세부 정보의 사본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경우, 데이터, 통계 또는 포인트 특성을 

파일로 내보내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된 .csv 파일로 

내보내도록 선택할 경우, Microsoft Excel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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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상태 아이콘(아래 그림에 표시됨)이 녹색일 경우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아이템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원이 빨간색인 경우 하나 이상의 동적 심볼이 불량 데이터 상태이며 해당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모든 동적 심볼 및 해당 개별 상태의 

목록을 표시하는 창을 열면 오류가 발생한 심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ProcessBook 사용 설명서의 “동적 심볼에 대한 상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4.8.4 브라우저 도구 모음 

PI ProcessBook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브라우저 기능이 있습니다. 

 홈 페이지 

 뒤로 

 앞으로 

 히스토리 

 즐겨 찾기 

이 도구 모음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의 탐색 도구 모음과 유사한 형태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4.8.5 시간 범위 및 재생 도구 모음 

시스템 재생을 사용하여 이벤트 발생 시 상황을 디스플레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끝 표식을 

개별적으로 클릭하고 끌어서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를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시간 범위 중간 

부분에서 클릭하고 끌어서 시간 범위 전체를 슬라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DVR이나 기타 

레코딩 장치와 매우 유사한 재생, 중지 및 빨리 감기 단추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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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지침 수행 활동 – 프로세스 재생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시간 범위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PI ProcessBook에서 프로세스 재생  

문제 설명 

보일러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히스토리를 

검토하고, 디스플레이의 원래 설계와 다른 시간 범위 중에 과거의 측정값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강의 자료의 PI ProcessBook 폴더에 있는 OSIsoft PowerCo.PIW 파일을 엽니다. 

2단계: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단계: 보일러 개요 디스플레이를 더블 클릭합니다. 

4단계: 과거 8시간 동안의 보일러 효율이 트랜드에 표시됩니다.  

5단계: 디스플레이 범위 변경 단추 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범위를 과거 12시간으로 

변경합니다. 

 

6단계: 한 기간 거꾸로 를 클릭하여 트랜드를 12시간 뒤로 이동하고 12시간 전의 모든 

단일 값을 표시합니다. 

7단계: 현재 시간으로 이동  단추를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시간을 지금으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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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재생/일시중지 단추 를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재생하여 값과 보일러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단추를 사용하면 재생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9단계: 작업 취소 단추 를 클릭하여 원래의 8시간 디스플레이 범위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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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실습 - PI ProcessBook을 사용하여 일별 작업 처리 

 

다음 실습은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주요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은 실습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탐색 방법을 숙지합니다.  

문제 설명 

플랜트에서 여러분이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모든 측정값을 보여주는 영역 1 개요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OSIsoft PowerCO 워크북이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일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연락을 빈번하게 받습니다. 

방법 

파트 1 – 생산 관리자는 생성된 전력이 마지막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타임스탬프와 해당 값을 

알아야 하고, 과거 8시간 동안 평균 터빈 램프 속도도 알아야 합니다. 

1단계: 생성된 전력은 mWatt 레이블이 지정된 트랜드이고 터빈 램프 속도가 해당 값으로 

표현됩니다. 도구 설명을 사용하여 과거 8시간 동안 생성된 전력이 최고점에 도달한 

정확한 시간과 값, 그리고 터빈 램프 속도의 평균을 찾습니다. 

a. 생성된 전력이 마지막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타임스탬프 및 값: _____________ 

b. 과거 8시간 동안 평균 터빈 램프 속도: ________________________ 

2단계: 제일 최근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값과 정확한 시점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3단계: 터빈 램프 속도의 평균 값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4단계: mWatt 트랜드에서 마지막 두 최고점 사이의 값을 표시하도록 척도를 변경합니다. 

5단계: 원래 시간 스케일로 되돌립니다. 

파트 2 – 교대 근무 기술자는 과거 12시간 동안의 발전량(MW)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아카이브 

값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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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mWatt 트랜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세부 정보 및 애노테이션 표시를 

클릭합니다. 

2단계: 시간 범위 및 재생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최근 12시간을 표시하도록 시간 범위를 

설정합니다. 

3단계: 트랜드에 대한 데이터, 통계 및 Point 특성을 임의로 검사합니다. 

4단계: 통계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파트 3 – 디스플레이에서 시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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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단한 보고서 만들기 

5.1 PI DataLink 소개 

목표: 

 PI DataLink의 사용 용도와 PI DataLink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5.1.1 소개 

PI DataLink는 Microsoft Excel용 OSIsoft 추가 기능입니다. PI System에서 직접 워크시트로 정보를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의 계산, 그래픽 및 형식 기능과 결합된 

PI DataLink는 PI System 데이터의 수집,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DataLink 사용 설명서의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PI DataLink에는 PI System 데이터를 Excel로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 

PI DataLink 및 해당 데이터 검색 함수로 작업하는 경우 다음 명명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용어 의미 

데이터 

아이템 

DataLink 함수가 속성 값을 반환하는 PI 포인트 이름 또는 AF 특성 이름입니다. 

루트 경로 

PI System 내의 지정된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일반 경로입니다. PI DataLink 

함수의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올바른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아이템이 PI Point인 경우 Data Archive 이름. 

 데이터 아이템이 AF 특성인 경우 AF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AF 특성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 루트 경로는 상위 요소의 이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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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아이템이 기본 Data Archive 또는 기본 AF 서버 및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에는 비어 있습니다. 

출력 셀 

함수가 결과를 기록하는 워크시트 셀입니다.  

함수 작업 창을 열기 전에 셀을 선택할 경우, PI DataLink는 선택한 셀을 출력 

셀 필드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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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I DataLink에서 PI System에 연결 

목표 

 PI DataLink에서 Data Archive에 대한 연결 확인  

 Data Archive에 대한 새 연결 만들기 

 PI DataLink에서 AF 서버에 연결 

 연결된 자격 증명을 확인 

5.2.1 어디에 연결합니까? 

AF 서버를 통해 노출된 PI System의 데이터 또는 Data Archive의 포인트 데이터를 

찾습니다. PI DataLink에서 이러한 두 연결은 모두 설정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Connection Manager에서 관리합니다. 

Connection Manager를 열면 이미 추가되어 있는 Data Archive 및 AF 서버 목록이 표시됩니다. 

컴퓨터에서 PI DataLink에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기본 AF Server 및 Data Archive만 나열됩니다. 

새 서버를 추가하는 경우 PI Server와 AF Server 각각에 대해 포트 번호를 기본값 5450 및 

5457로 유지합니다.  

관심 있는 서버를 강조표시하면 사용자 연결 정보가 표시됩니다. Data Archive에 대한 연결의 

경우 연결된 사용자에게 할당된 PI ID도 표시됩니다.  

 

 Data Archive를 나타냅니다. 

 AF 서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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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지침 수행 활동 – 연결 관리자에 새 Data Archive 및 AF 서버 추가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의 연결 목록에 새 Data Archive 추가 

 PI DataLink의 연결 목록에 새 AF 서버 추가 

문제 설명 

여러분의 사이트에는 생산 데이터가 포함된 새 Data Archive 및 AF 서버가 있으며 이 생산 

데이터를 PI DataLink 보고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서버를 PI DataLink의 

서버 목록에 추가한 다음 그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Data Archive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F 서버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법 

1단계: 설정 > 연결 관리자…를 사용하여 Data Archive 및 AF 서버를 추가하고 새로 

연결합니다. 

2단계: 이러한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단계: 이러한 각 서버에 대한 연결 자격 증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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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I DataLink 검색을 사용하여 데이터 아이템 찾기 

목표 

 PI 포인트 검색 방법 보여주기  

 PI AF(Asset Framework) 계층 내에서 요소 및 요소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보여주기 

 

검색 기능은 PI DataLink부터 업데이트되고 향상되었으며, 데이터 아이템을 

검색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검색 도구 

2. 자산 필터 검색 함수(이후 섹션에서 설명함) 

5.3.1 데이터 아이템 검색 

처음 사용하는 경우 도구는 연결 관리자에 나열된 모든 Data Archive 및 AF 서버를 보여주는 

Home 노드에서 시작됩니다. 검색을 단일 Data Archive 또는 단일 AF 서버로 제한해야 하며, 이 

검색을 AF 서버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추가로 제한한 다음, 다시 특정 요소 및 상위 특성으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색 범위가 Data Archive인 경우 최상위 검색 필드는 PI 포인트 이름에만 적용됩니다. 검색된 

PI 포인트가 일치해야 하는 추가 기준을 지정하도록 아래의 필드를 설정합니다.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검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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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범위가 AF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최상위 검색 필드는 AF 특성 이름과 상위 요소의 

이름, 설명 및 범주에 적용됩니다. 

 

 

결과 창의 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표시할 열을 

선택하면 결과 창에 표시된 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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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지침 수행 활동 – PI DataLink에서 검색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PI 포인트 및 AF 특성 검색 수행 

문제 설명 

검색 기능 사용 방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PI DataLink 리본에서 Search를 선택합니다. 

3단계: Data Archive를 선택합니다.  

a. sinu*를 검색합니다. 

b. SINUSOID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4단계: AF Server  > 를 선택합니다.  

a. flow*를 검색합니다. 

b. 목록에서 모든 항목을 선택합니다. 

5단계: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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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I DataLink 데이터 추출 함수 

목표: 

 PI DataLink에서 PI System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함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합니다. 

 

PI DataLink 함수를 사용하면 Data Archive 또는 AF 서버를 쿼리하고 검색된 결과에 계산을 

적용하고 워크시트 셀에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함수 배열로 결과를 반환하며, 

필요에 따라 값을 재계산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쿼리 범주 함수 이름 반환 결과 

단일 값 

현재 값 데이터 아이템의 현재 또는 가장 최근 값 

아카이브 값 
지정된 타임스탬프의 데이터 아이템 값 

지정된 타임스탬프의 performance equation에 대한 계산 값 

다중 값 

압축 데이터 
지정된 기간 동안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모든 값 

특정 시간에 시작하는 데이터 아이템 값의 특정 수 

샘플링 데이터 

일반적인 간격으로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동일한 간격의 

보간 값 

일반적인 간격으로 performance equation에 대한 동일한 

간격의 보간 값 

시간 데이터 

지정된 타임스탬프에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실제 또는 보간 

샘플 값 

지정된 타임스탬프에 계산된 performance equation의 값 

계산 
계산 데이터 

데이터 아이템 값 및 지정된 계산 기본 설정을 기반으로 한 

하나 이상의 동일한 간격의 계산 값 

평가된 performance equation 및 지정된 계산 기본 설정을 

기반으로 한 하나 이상의 동일한 간격의 계산 값 

필터링 시간 지정된 시간 동안 performance equation이 true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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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자세한 내용은 PI DataLink 사용 설명서의 “PI DataLink 함수”를 참조하십시오. 

 

5.5 PI DataLink 단일 값 쿼리 

목표 

 데이터 아이템의 현재 값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아이템의 아카이브된 값을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검색 모드를 설명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특성을 검색합니다. 

5.5.1 빠른 시작을 위한 몇 가지 단계 

PI DataLink의 거의 모든 함수는 다음 간단한 단계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팁 

 

PI DataLink 함수 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원하는 출력 셀을 선택한 다음 함수를 

선택하십시오. 

1단계: 대상 셀 선택 

데이터/정보는 대상 셀 아래와 오른쪽에 삽입됩니다.  

2단계: 함수 선택  

검색/스냅샷 값 또는 기타 함수 

3단계: 필수 매개변수를 채워 넣거나 셀 참조를 만들어 나중에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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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현재 값 얻기 

첫 번째로 논의할 PI DataLink 함수는 Current Value(현재 값)입니다. 항상 현재 시간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쿼리에 제공되는 타임스탬프는 없습니다(PI 시간에서는 *, Excel 시간에서는 NOW()).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현재 연결된 PI System에서 PI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o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셀 

o 이 셀의 현재 데이터가 교체됩니다. 

 
 
 

이 쿼리의 결과는 지정된 데이터 아이템의 최신 값 및 타임스탬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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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값은 휘발성 함수: 함수는 Excel이 워크시트의 셀을 계산하거나 다시 계산할 때마다 

값을 다시 계산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즉시 재계산을 수행하려면 F9를 누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bUOW1yVBLnk 

 

 

  

http://www.youtube.com/watch?v=bUOW1yVBLnk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134 페이지 

 

5.5.3 아카이브 값 얻기 

단일 값을 반환하는 다른 PI DataLink 함수는 Archive Value(아카이브 값)입니다. 이 함수는 특정 

타임스탬프의 아카이브된 값을 검색합니다.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o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o Excel 시간 형식 

o PI 시간 형식 

 검색 모드 

o 여러 옵션,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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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지침 수행 활동 – 단일 값 쿼리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단일 값 쿼리 수행 

문제 설명 

Mixing Tank2의 외부 온도, 압력 및 흐름 속도에 대한 현재 값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제 오전 7시에 해당하는 이러한 측정값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방법 

파트 1 – 현재 값 가져오기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셀 A1에서 현재 값을 입력합니다. 

3단계: A2 셀을 클릭합니다. 현재 값 함수를 선택합니다. 

4단계: 데이터 아이템 상자 옆의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5단계: Mixing Tank2의 외부 온도를 검색합니다. 

6단계: 시간을 왼쪽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단계: 셀 A3과 A4의 압력 및 흐름 속도에 대해 각각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파트 2 – 아카이브 값 추가 

1단계: 셀 C1에서 아카이브 값을 입력합니다. 

2단계: C2 셀을 클릭합니다. 아카이브 값 함수를 선택합니다. 

3단계: 데이터 아이템 상자 옆의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4단계: Mixing Tank2의 외부 온도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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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타임스탬프 상자에 Y+7h를 입력합니다.  

6단계: 시간을 왼쪽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단계: 셀 C3과 C4의 압력 및 흐름 속도에 대해 각각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파트 3 - 값을 가져올 때마다 항상 데이터 아이템을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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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지침 수행 활동 – 셀 참조를 사용한 단일 값 쿼리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단일 값 쿼리 수행 

문제 설명 

Mixing Tank1의 외부 온도에 대한 현재 값을 일일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이 탱크의 내부 온도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법 

파트 1 – 템플릿 생성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A2 셀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3단계: OSIsoft Plant의 AF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검색 상자에 Ext*Temp*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탱크 4개의 모든 외부 온도가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4단계: Mixing Tank1의 외부 온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단계: 셀 B1에서 현재 값을 입력합니다. 셀 D1에서 아카이브 값을 입력합니다. 

6단계: 셀 A4에 Timestamp를 입력하고, B4에 t+7h를 입력합니다. 

7단계: 보고서 템플릿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파트 2 – PI 데이터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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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B2 셀(출력 셀이 됨)을 선택합니다. 현재 값 함수를 클릭합니다. 

2단계: 데이터 아이템 필드의 셀 A2를 참조하여 시간을 왼쪽에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3단계: D2 셀(출력 셀이 됨)을 선택합니다. 아카이브 값 함수를 클릭합니다. 

4단계: 데이터 아이템 필드의 셀 A2를 참조합니다. Time stamp 필드에서 셀 B4를 참조합니다. 

다른 옵션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왼쪽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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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실습 –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도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다음 함수를 사용하여 PI System에서 값과 특성을 추출합니다. 

o 현재 값 

o 아카이브 값 

문제 설명 

모든 탱크의 외부 온도에 대한 현재 값을 일일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이 탱크의 내부 온도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PI_DataLink-Exercises.xlsx 파일을 엽니다. 

2단계: 파일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로 저장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도 시트에서 데이터를 모든 필드에 채웁니다.  

3단계: 현재 값 및 아카이브 값 쿼리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채웁니다. 가능하면, PI DataLink 

쿼리를 사용할 대 셀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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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검색 모드 

아카이브 값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때 타임스탬프를 지정해야 해당 타임스탬프에 대해 

아카이브된 값이 검색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값은 지정된 타임스탬프에 아카이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I DataLink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검색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여러 옵션을 선택하여 데이터 검색 동작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자동입니다. 다음 표에 나열된 것처럼 모드마다 각기 다르게 

값이 검색됩니다. 

검색 모드 데이터 검색 동작 

Auto (기본값) 데이터 아이템이 이전 값을 검색하는 단계 포인트가 

아닐 경우 제공된 정확한 타임스탬프에 보간합니다. 

보간 항상 제공된 정확한 타임스탬프에 보간합니다. 

이전, 다음 지정된 타임스탬프에서 이전 또는 다음 압축 이벤트를 

검색합니다. 압축 이벤트가 정확한 타임스탬프에 존재할 경우 

검색됩니다. 

이전만 및 다음만 지정된 정확한 타임스탬프에 이벤트를 무시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전 및 다음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임스탬프(날짜, 시간, 분 및 초 포함)에 아카이브된 값만 

존재하는 경우에만 값을 검색합니다. 

아래의 도표에는 여러 검색 모드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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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모드 Timestamp 값 

보간 13:00:00 1.8 

이전 12:30:00 2.5 

다음 13:30:00 1 

정확 
이벤트가 

발견되지 않음 

이벤트가 발견되지 

않음 

아래 다이어그램은 단계 포인트 및 아날로그 포인트에 있어 자동과 보간 사이의 차이점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Auto 보간 

단계 꺼짐(비율 포인트) 13:00:00 - 2 13:00:00 - 2 

단계 켜짐 12:30:00 - 2.8 13:00:00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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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실습 – 작업 보고서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다음 함수를 사용하여 PI System에서 값과 특성을 추출합니다. 

o 현재 값 

o 아카이브 값 

문제 설명 

매일 오후마다 여러분의 상사는 Mixing Tank2에 대한 KPI의 다음 현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외부 온도 

 내부 온도 

 레벨 

 흐름 속도 

여러분의 상사는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KPI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PI 관련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상사는 직접 타임스탬프를 입력해 해당 시간에 아카이브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오전 9시쯤 들어온 아카이브 값을 보고 싶어합니다. 

방법 

1단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를 열고 작업 보고서 시트에서 데이터를 

모든 필드에 채웁니다.  

2단계: 현재 값 및 아카이브 값 쿼리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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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PI DataLink 다중 값 쿼리 

목표 

 포인트의 압축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포인트의 샘플링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포인트의 시간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다중 값을 반환하는 쿼리로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압축 데이터 실제 아카이브된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동일한 간격의 보간 데이터 

시간 데이터 기존 타임스탬프와 일치하도록 이벤트를 보간 

아래에는 압축 데이터와 샘플링 데이터를 비교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시된 바와 같이, 압축 

데이터 함수는 해당 데이터 아이템(여기서 데이터 아이템은 PI Point임)에 대해 아카이브된 모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압축 데이터 값 간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 않으며 PI System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아카이브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타임스탬프의 프로세스 변수 값을 알아야 할 때(예: 교대 근무 시작 시)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두 데이터 아이템의 값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 시간 간격이 균일하지 않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PI DataLink 보고서를 생성할 때 샘플링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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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압축 데이터 검색 

압축 데이터 함수는 Data Archive에서 실제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o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셀 

o 이 셀의 현재 데이터가 교체됩니다.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참고: 시작 및 종료 시간의 타임스탬프를 전환하는 경우 데이터는 역순으로 반환됩니다.  

경계 유형 

경계 유형 드롭다운 메뉴는 데이터 조회에서 시간 범위의 시작과 끝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이는 시간 경계에 적용되는 아카이브 데이터 함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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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데이터 검색에서 사용 가능한 경계 유형 및 해당 동작이 

나열된 목록이 있습니다. 동작은 이어지는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계 유형 데이터 검색 동작 

Inside (기본값) 지정된 시간 범위 내에 속하는 이벤트만 검색합니다. 

Outside  지정된 시간 범위 내 모든 이벤트를 검색하고 지정된 시간 범위 이전과 

이후의 이벤트를 각각 하나 더 검색합니다. 예외는 지정된 종료 시간이 

지금(* 또는 =NOW())인 경우이며 미래 이벤트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보간 지정된 시간 범위 내 압축 이벤트 외에도 지정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가진 

정확한 타임스탬프의 보간 이벤트를 반환합니다. 

Auto  단계 특성이 해제되어 있는 모든 포인트의 경우: 보간과 동일 

 단계가 설정되어 있는 모든 포인트의 경우: 내부와 동일 

 

경계 유형 검색되는 값 수  

Inside 5 

Outsid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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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 7 

 

표시 내용에 영향을 주는 옵션 항목이 여럿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아무 항목도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수 숨기기: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결과의 윗줄에는 해당 시간 범위 내에 발견된 

이벤트 수가 반환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이벤트 수는 표시되지 않으며 결과만 

나타납니다. 

 타임스탬프 표시: 이 확인란은 포인트 값만 반환할지 아니면 해당 타임스탬프도 검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값 특성 표시 및 애노테이션 표시: 지정된 시간 범위 내의 압축 이벤트와 연결된 애노테이션 

또는 품질 비트가 있을 경우, 추가 필드를 반환합니다  

 열 및 행: 이 라디오 단추 쌍은 결과를 행 또는 열로 반환할지 결정합니다. 

 쿼리에서 값의 수 옵션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특정 시간 범위 

대신, 검색할 시작 시간 및 값의 수를 지정합니다. 또한 시간을 

앞으로가 아닌 뒤로 가도록 하기 위해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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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지침 수행 활동 – 경계 유형 및 검색되는 값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압축 데이터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다른 경계 유형과 비교 

문제 설명 

특정 시간 범위에 포함되는 Mixing Tank1 수위의 아카이브된 값을 검색할 때 여러 경계 유형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셀 A3, A4, A5, C1, C2, E2 및 G2에 각각 데이터 아이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압축 

데이터, 내부, 외부 및 보간을 입력하여 보고서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3단계: 검색을 사용하여 Mixing Tank1의 수위 특성을 찾아 셀 B3에 넣습니다.  

4단계: 시작 시간으로 오늘 오전 7:54( 셀 B4)를, 종료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셀 B5)를 

입력합니다. 

5단계: 수위에 대한 압축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부 경계 유형에 해당하는 셀 C3에 나열합니다. 

6단계: 다른 두 경계 유형 즉, 외부 및 보간에 대해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7단계: 서로 다른 경계 유형에 대해 반환된 값 수를 비교합니다. 

8단계: 각 경계 유형에 대해 처음 검색된 값과 마지막으로 검색된 값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합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150 페이지 

 

 

5.6.3 샘플링 데이터 얻기  

샘플링 데이터는 아카이브에서 동일한 간격의 보간 값을 검색합니다.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o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셀 

o 이 셀의 현재 데이터가 교체됩니다.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간 간격 

o 시간 범위를 적당한 타임스탬프로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5.6.4 시간 데이터 

마지막 다중 값 쿼리는 시간 데이터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기존 타임스탬프와 일치하는 보간 

이벤트를 검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 아이템, 검색 모드 및 출력 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벤트 

검색에 사용된 시간은 하드코드된 시간이 아니라 셀 범위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벤트의 

포인트 하나를 쿼리한 다음, 해당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다른 관련 포인트의 값을 찾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아래 플롯은 압축 데이터에서 쿼리된 Mixing Tank1 외부 온도의 예를 

보여주고, Mixing Tank2로 이동하여 압축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시간 데이터를 Mixing 

Tank1에 대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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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지침 수행 활동 – 아카이브, 샘플링 및 시간 데이터 함수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다양한 다중 값 함수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데이터 검색 

문제 설명 

일일 보고서에서 매일 처음 2시간에 해당하는 Mixing Tank1의 외부 온도에 대한 아카이브된 

값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2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이 온도 값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Mixing Tank1의 외부 온도에 대해 아카이브된 값이 있는 타임스탬프로 Mixing Tank1과 

Mixing Tank2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방법 

파트 1 – 템플릿 생성 

1단계: Microsoft Excel에서 셀 A1, A3, A4 및 B5에 각각 데이터 아이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시간 간격을 입력하여 보고서 템플릿을 만듭니다.  

2단계: 검색을 사용하여 Mixing Tank1 및 Mixing Tank2의 외부 온도 특성을 찾고 셀 B1 및 

B2에 각각 넣습니다.  

3단계: 시작 시간으로 T(셀 B3)를, 종료 시간으로 T+2h(셀 B4)를, 시간 간격으로 10m(셀 

B5)을 입력합니다. 

 

파트 2 – PI 데이터 쿼리  

1단계: Mixing Tank1 외부 온도에 대한 압축 데이터를 가져와서 셀 C3에 나열합니다. 

2단계: Mixing Tank2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계를 수행하고 셀 G3에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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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Mixing Tank1 외부 온도에 대한 샘플링 데이터를 가져와서 셀 E3에 나열합니다. 

4단계: 두 혼합 탱크에 대한 압축 데이터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하면 두 항목이 동일하지 않아 

정확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열 C의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Mixing Tank2의 외부 온도를 

가져와야 야 합니다. 

5.6.6 실습 – 탱크 분석 보고서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다음 함수를 사용하여 PI System에서 값과 특성을 추출합니다. 

o 압축 데이터 

o 샘플링 데이터 

문제 설명 

일일 보고서에 과거 24시간 기간에 해당하는 두 혼합 탱크의 압력에 대한 아카이브된 값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 변수에 대한 모든 원시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과거 

24시간에 걸쳐 매 시간 하나의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사용하여 혼합 탱크의 이 중요한 프로세스 변수에 대한 몇 가지 분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법 

1단계: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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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간  

종료 시간  

시간 간격  

2단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를 열고 탱크 분석 보고서 시트에서 

데이터를 모든 필드에 채웁니다.  

3단계: 압축 데이터 및 샘플링 데이터 쿼리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채웁니다.  

보너스 

Excel 함수를 사용하여 과거 24시간 동안 매 시간 정각에 하나의 값을 확인하도록 보고서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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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cel 스파크라인  

이 항목은 PI DataLink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Microsoft Excel에 있는 스파크라인이 PI의 

실시간 데이터에 향상된 시각화 기능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라인은 스파크라인 

섹션의 삽입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과 열을 표시하는 여러 옵션과 축과 색상에 형식을 

지정하는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스파크라인을 배치할 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파크라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범위에서 데이터가 포함된 셀을 선택합니다(타임스탬프를 제외한 값만 선택). 

출력 셀을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간격의 값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는 데이터의 작은 트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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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지침 수행 활동 - 다중 값 쿼리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작업에 대한 최적의 다중 값 쿼리 결정 

문제 설명 

방금 과거 24시간에 걸쳐 플랜트에 있는 모든 혼합 탱크의 외부 및 내부 온도 값을 보고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를 생성했습니다.  

방법 

파트 1 

생성한 보고서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각 혼합 탱크의 내부 및 외부 온도에 대해 검색된 

값에 대한 분석이 동일하게 수행되므로 보고서를 더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파트 2 

플랜트에 수십 개의 혼합 탱크가 있으며 각 탱크마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157 페이지 

 

5.7 요소 관련 PI DataLink 보고서 

PI DataLink에서는 PI DataLink 보고서를 재사용하고 요소 관련 PI DataLink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검색을 통해 제공되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유효한 Microsoft Excel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트 경로 길이를 최대값으로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 루트 경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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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필터링하여 자산 검색 

요소 관련 검색 기능은 PI DataLink에서 자산 필터 검색 옵션을 제공하면서 향상되었습니다. 자산 

필터는 요소의 AF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특성 값에 따라 반환된 요소를 필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성 값에 따라 요소를 필터링할 템플릿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산 필터 검색 함수는 지정된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을 반환합니다. 반환된 자산은 

워크시트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정적 값인 함수 배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이름 

 요소 템플릿 

 요소 범주 

 요소 설명  

 특성 값 

자산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으로 검색 결과를 반환하는 옵션이 

있으며 이는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자산 필터 옵션은 요소 관련 보고서를 생성할 때 여러 자산 및 특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산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 있어야 

합니다.http://www.youtube.com/watch?v=bUOW1yVBLnk 

 

  

http://www.youtube.com/watch?v=bUOW1yVBL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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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작업 따라하기 - 요소 관련 PI DataLink 보고서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요소 관련 PI DataLink 보고서 작성 

문제 설명 

보고서를 생성하여 모든 탱크의 내부 및 외부 온도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방법 

이 보고서를 생성할 때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산 필터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법 1: 검색 사용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A1 셀을 선택합니다. 

3단계: AF Server  > OSIsoft Plant > 생산 영역을 선택합니다. 

4단계: *TEMP* 검색 

상위 요소가 “일반 탱크 템플릿”이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모든 

특성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단계: *TEMPER*에 대한 검색을 반복합니다. 

6단계: <Shift> 클릭(또는 Ctrl 클릭)을 사용하여 8개 결과를 모두 선택합니다. 

7단계: Name Only로 설정된 Root path length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8단계: 드롭다운 목록에 루트 경로를 삽입합니다. 

9단계: 셀 B2를 선택하고 Current Value를 선택합니다.  

10단계: 데이터 아이템 및 루트 경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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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드롭다운 목록에서 탱크 경로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확인합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161 페이지 

 

방법 2: 자산 필터 사용 

1단계: 새 시트를 추가합니다. 

a. A2 셀을 선택합니다. 

중요 

 

자산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을 선택하면 출력 셀 위의 

셀에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선택된 출력 셀에서 선택된 특성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2단계: 검색 섹션에서 자산 필터를 클릭합니다. 

3단계: 루트 경로에서 \\PISRV1\OSIsoft Plant 형태의 생산 영역 요소 경로를 지정합니다. 

4단계: 요소 템플릿에서 “일반 탱크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5단계: 표시할 특성에서 외부 온도 및 내부 온도를 선택합니다. 

6단계: 드롭다운 목록을 선택합니다.  

7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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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실습 – 작동 시작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압축 데이터 및 샘플링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데이터 검색 

문제 설명 

여러분은 오늘과 어제의 같은 기간 중에 시작 작업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플랜트에는 탱크 4개가 있으며 두 탱크 모두에 대해 단일 보고서를 생성하여 재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일 교대 근무는 오전 6:30에 시작되며 중요 시작 시간은 시작 후 처음 

2시간입니다. 

 오늘 및 어제의 이 기간에 해당하는 외부 온도 값을 수집합니다. 

 두 날짜 값의 비율을 계산하여 두 값을 비교합니다(비율은 가능한 한 1에 근접하는 것이 

가장 좋음).  

방법 

1단계: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루트 경로  

데이터 아이템  

어제의 시작 시간  어제의 종료 시간  

오늘의 시작 시간  오늘의 종료 시간  

시간 간격 4분 

비교를 위한 Excel 

함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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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 파일의 Operational Start Up 시트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3단계: 값을 검색하고 비교할 때 압축 및 샘플링 데이터의 PI DataLink 함수를 모두 사용합니다.  

4단계: 어제 값과 오늘 값을 비교하기 위해 더 적합한 PI DataLink 함수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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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PI DataLink의 배열 

목표 

 배열을 크기 조정해야 할 시기를 판별합니다. 

 배열의 크기 조정 및 편집 방법을 나열합니다. 

5.8.1 배열 크기 조정 시기 

PI DataLink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는 종종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방금 설명한 다중 값 함수는 실제로 값 및 타임스탬프의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 배열은 낱개로 

수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 배열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사용된 포인트, 지정된 시간 

범위와 예외 및 압축 설정을 기반으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의 배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값이 너무 많을 경우, 배열 하단에 “Resize to show all values(모든 값을 표시하도록 크기 

조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배열 크기를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열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ecalculate 

(Resize) Function(함수 재계산(크기 조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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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PI DataLink 사용 설명서의 "배열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5.9 보고서 컨텍스트로서의 UOM 및 설명 

보고서에 UOM 및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컨텍스트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특성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아이템의 다음 특성 및 다른 특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Data Item(데이터 아이템)에 따라 여러 Properties(속성)가 표시됩니다. PI 포인트와 AF 

특성 모두의 측정 단위는 PI DataLink 속성 목록에서 UOM으로 표시됩니다. 

Data Archive AF Server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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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 ProcessBook을 사용하여 플랜트 모델링 

목표 

 정적 심볼 생성 및 편집합니다. 

 심볼 라이브러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멀티-스테이트 심볼을 사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개체에 추가합니다. 

6.1 플랜트 모델링 

플랜트의 자산을 모델링하기 위해 심볼 라이브러리 단추를 사용하여 고급 심볼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심볼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모음에서 심볼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메뉴에서 Draw(그리기) > Symbol Library(심볼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6.1.1 정적 심볼 추가 및 편집 

사용 가능한 정적 개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형(직사각형, 타원, 다각형)  , ,  

 선(선, 원호, 다중선, 연결선) , , ,  

 텍스트  

대부분의 정적 심볼에는 많은 그리기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옵션이 있습니다.  

 정렬 

 스택 

 회전 

 첨부  

이러한 그리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클릭하여 끌거나, Control 키를 사용하거나 Shift 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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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심볼 라이브러리 

PI ProcessBook의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raw(그리기) > Symbol Library(심볼 라이브러리)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거나, 메뉴에서 심볼 라이브러리 아이콘 을 클릭하여 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심볼 라이브러리로 부족할 경우, 파일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Draw(그리기) > 

Graphic(그래픽)을 사용하여 그래픽 파일을 삽입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 지정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3 멀티-스테이트 심볼 

일부 심볼은 동적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트 구성을 

지원합니다. 색상은 값 범위에 지정되어 조건부 형식 상태를 생성합니다. 트랜드, XY 플롯, 

그래픽 또는 단추 또는 OLE 개체를 제외한 모든 심볼에는 멀티-스테이트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모드에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적절한 항목(예: 값)을 선택하고 나면 멀티-스테이트 

심볼의 아이콘 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ProcessBook 사용 설명서의 "멀티-스테이트 심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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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지침 수행 활동 - PI ProcessBook의 자산 모델링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정적 심볼 추가 

문제 설명 

PI ProcessBook을 편집 모드로 사용하여 정적 심볼, 심볼 라이브러리를 통해 플랜트의 자산을 

모델링하고 멀티-스테이트 형식을 적용하십시오. 

방법 

1단계: 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2단계: 심볼 라이브러리의 보일러를 추가합니다. 

 

3단계: 원, 정사각형 또는 파이프 등의 다른 정적 항목을 추가합니다. 

4단계: 배열 메뉴 바를 사용하여 자산을 앞뒤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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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값을 추가하고 PI 포인트 BA:Temp.1을 보일러 내부 온도 표시기로 사용합니다. 

6단계: 멀티-스테이트 심볼을 이 값에 적용하여 22를 초과할 경우 깜박이도록 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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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실습 – 내 플랜트 모델링용 디스플레이 생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정적 요소, 심볼(심볼 라이브러리에 있음) 및 멀티-스테이트 구성을 디스플레이에 추가 

문제 설명 

디스플레이에는 탱크, 밸브 및 파이프와 같은 심볼과 정적 메타데이터(예: 탱크 이름) 없이 

트랜드, 바, 몇몇 값만 있습니다. 플랜트 내에 있는 어느 자산이 모델링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보면 

즉시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전에 생성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ElementRelativeDisplay.PDI에 다음 심볼과 

정적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탱크 

 밸브 

 파이프 

2단계: 다음 조건에 따라 탱크 레벨 값을 기반으로 하여 탱크 심볼에 멀티-스테이트를 

추가합니다. 

레벨 < 1m 빨강 - 깜박임 

레벨 > 1m 기본 색상(없음) 

 

아래에 한 예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습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동일한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TankDashboard.pdi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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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시 PI Vision 트랜드의 PI ProcessBook 데이터 아이템 분석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PI Vision 임시 디스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PI ProcessBook의 PI Vision 추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 장에서 설명할 다른 

추가 기능은 AF Display Builder 추가 기능입니다. 

참고: 도구->추가 기능 관리자에서 PI ProcessBook 추가 기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려면 PI ProcessBook 대시보드를 열고 PI Vision 분석에 사용할 

심볼을 선택합니다. 심볼을 선택했으면 표준 도구 모음에 있는 PI Vision에서 탐색 단추 를 

클릭합니다. 심볼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시 PI Vision 디스플레이가 생성되고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의 모든 데이터 아이템 트랜드가 포함됩니다. 

생성된 디스플레이는 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저장하려면 저장 을 

선택합니다. PI Vision 임시 디스플레이를 저장하면 URL을 조직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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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지침 수행 활동 – PI ProcessBook 데이터에 대한 임시 분석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Vision에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탐색 

문제 설명 

 ElementRelativeTankDisplay_<사용자 이니셜>.PDI 디스플레이를 보면 mixing tank1의 압력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I Vision에서 빠르게 임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여 프로세스 엔지니어에게 이메일로 해당 URL을 보내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ElementRelativeTankDisplay_<사용자 이니셜>.PDI를 엽니다. 

2단계: 레벨에 대한 막대 그래프 표시기를 클릭합니다.  

3단계: PI Vision에서 탐색 단추 를 클릭합니다. 

4단계: 임시 디스플레이가 PI Vision에서 열리면 저장 옵션 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Level-Mixing Tank1 <이니셜>로 저장합니다. 

5단계: URL을 복사하여 나중에 이메일로 보낼 텍스트 파일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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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I ProcessBook에서 탐색 

목표 

 명령 단추를 삽입합니다.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과 탭을 포함하여 워크북을 

생성합니다. 

PI ProcessBook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열면 기본적으로 Pidemo.piw라는 이름의 워크북이 

열립니다. 이 워크북에는 다양한 탭이 있으며 각 탭의 선은 개별 작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열고, 다른 일부는 텍스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워크북에 액세스하면 디스플레이 및 명령을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디스플레이 간을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간을 간편하게 탐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PI ProcessBook의 또 다른 옵션은 

디스플레이 내에서 명령 단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PI ProcessBook을 사용할 때 이러한 두 

탐색 유형은 모두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이 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6.3.1 단추 

단추는 계산기나 워드 프로세서 또는 다른 PI ProcessBook 워크북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는 심볼입니다.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디스플레이에서 작업하면서 모니터링한 정보로 보고서를 자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여는 단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추를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다른 PI ProcessBook 워크북 또는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추를 생성하면 단추 

정의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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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처럼, 명령 단추를 사용하면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된 여러 유형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인 Macros…는 단추 사용 시 PI ProcessBook 내에서 VBA 스크립트도 

실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내용은 이 과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팁 

 

일반적으로 단추는 웹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를 열기 위해 기본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작업 필드에 

URL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ProcessBook 사용 설명서의 "단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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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지침 수행 활동 - 단추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단추 추가 

문제 설명 

“메모장”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추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단추를 추가합니다. 

2단계: 텍스트 상자에 단추 레이블로 지정할 이름을 넣습니다. 

3단계: notepad.exe 명령(작업 상자 내)을 사용하여 단추를 구성합니다. 

 

팁 

 

나머지 옵션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밀 키는 Tab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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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실습 - PI Processbook에 탱크 보고서 연결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Processbook에서 웹 페이지에 연결 

 PI Processbook에서 다른 파일에 연결 

문제 설명 

요소 관련 탱크 디스플레이를 다른 보고서 및 디스플레이의 대시 보드로 사용하므로 참조하기 

쉽습니다.  

방법 

ElementRelativeTankDisplay.PDI 파일을 엽니다. 

1단계: 이전에 생성한 PI Vision 자산 관련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에 단추를 

추가합니다(<이니셜>_Production Area Dashboard). 

2단계: PI Datalink 링크 시트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를 여는 다른 

단추를 추가합니다. 

3단계: 파일을 저장합니다. 

4단계: 링크를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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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워크북 만들기 및 디스플레이 구성 

PI ProcessBook 워크북은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개별 디스플레이의 모음으로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PI Server 및 다른 원본의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PI ProcessBook 워크북은 OS 명령, 

파일 또는 URL에 대한 하이퍼링크 또는 연결된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 및 

해당 디스플레이는 단일 파일(.piw)에 저장됩니다. 기업에서 디스플레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작업별 또는 역할별로 디스플레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관리할 파일 수가 더 

줄어들며, 컨텐츠가 필요한 다른 파일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PI ProcessBook에는 링크 및 운영 체제 명령과 같이 놓치기 쉬운 메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옵션과 일반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를 열고 새 항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6.4.1 새 워크북 만들기 

작업모드에서 시작하여 File(파일)->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PI ProcessBook을 생성하려면 유형 목록에서 첫 번째 옵션(PI ProcessBook (.piw) File)을 

선택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새 PI ProcessBook이 생성됩니다. 

PI ProcessBook(.piw)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의 정보 및 분석을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개별 디스플레이 컬렉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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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System 및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PI ProcessBook 워크북 및 해당 디스플레이는 단일 파일에 저장됩니다. 

PI ProcessBook 생성의 다음 단계는 개별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을 추가하려면 

File(파일)->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유형 목록에서 두 번째 옵션(PI ProcessBook 

Entry)을 선택합니다. Define PI ProcessBook Entry 창이 열리고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항목 유형 사용 사례 

디스플레이 

PI ProcessBook 파일(piw)의 일부로 저장되지만 개별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파일(pdi)로는 저장되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이는 특히 다른 사용자와 ProcessBook을 공유하는 경우에 유용한 

옵션으로, PDI 파일 컬렉션이 아니라 단일 PIW 파일만 공유해야 

합니다. 

텍스트 

제목 또는 정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을 추가하여 PI ProcessBook 

문서를 구성하는 데 유용합니다. 레벨 1의 모든 텍스트는 워크북의 

탭으로 취급됩니다. 레이블 상자의 항목은 탭의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링크/OS 명령 

이는 명령 단추를 디스플레이에 추가하는 경우 사용하는 옵션과 

유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PI ProcessBook 항목의 경우 매크로 

작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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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책 또는 개요 모드에서 워크북 항목 레벨 변경 

항목을 PI ProcessBook에 추가한 경우 워크북 항목의 구성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벨 1에 추가한 한 항목은 

워크북에서 임의의 탭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탭 

중 하나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요 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의 아무 

곳이든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개요 보기를 선택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요 보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작업모드에 있는 경우 책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워크북 항목을 다시 배열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더블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하면 항목 레이블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개요 보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실행 모드에 있는 경우 개요의 섹션을 축소 하거나 확장 

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책모양 보기 또는 개요 보기를 선택하여 워크북 파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기 모두 

작업모드에서 수정할 수 있는 레벨의 계층 구조를 지원합니다.  

6.4.3 워크북 항목 열기 

실행 모드인 경우 ProcessBook 항목을 클릭하여 정의되어 있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여는 작업인 경우 새로 만들기 및 열기 단추 2개는 서로 다른 

동작을 나타냅니다. 

 새로 만들기 단추는 새 창에서 디스플레이를 표시합니다(새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파일 > 새로 만들기와는 구분되어야 함). 

 열기 단추는 마지막으로 본 창에서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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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지침 수행 활동 – 청정 전력 워크북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 설명 

회사 플랜트의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PI ProcessBook을 작성하고 EPA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File >New에서 새 워크북을 생성하고 유형 목록에서 첫 번째 옵션인 

PI ProcessBook (.piw) File을 선택합니다. 

2단계: PI ProcessBook 이름을 CleanPower로 변경합니다. 

3단계: File >New에서 새 항목을 추가하고 두 번째 옵션인 ProcessBook Entry를 선택합니다. 

a. 레이블: 플랜트의 배출 레벨 

b. 유형: 텍스트 

4단계: 다른 항목을 추가합니다. 

a. 레이블: 탱크 모니터링 

b. 유형: 링크/OS 명령 

c. 작업: ProcessBook 파일 > ProcessRanges_Solution.PDI 선택(Class > 

PI ProcessBook 폴더에서) 

d. 레벨: 2 

5단계: 다른 항목을 추가합니다. 

a. 레이블: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 유형: 링크/OS 명령 

c. 작업: http://www.epa.gov/ 

d. 레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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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이제 PI ProcessBook에 2개의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랜트의 배출 레벨” 탭으로 

모든 항목을 이동하고자 합니다. 

7단계: 책 아무 곳이든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보기 모드를 개요로 변경합니다. 

8단계: 작업모드에서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클릭하고 화살표를 

사용하여 “플랜트의 배출 레벨” 아래의 “배출 모니터링”과 동일한 레벨로 이동합니다. 

9단계: 책모양 보기 모드로 다시 전환합니다.  

6.4.5 실습 – 디스플레이 구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ProcessBook 생성 및 수정 

 PI ProcessBook 항목의 계층을 이해합니다. 

 책 및 개요 보기를 사용하여 PI ProcessBook을 시각화하고 수정합니다. 

문제 설명 

이 책에서 소개한 플랜트용 PI ProcessBook(2개의 생산 라인과 여러 탱크 포함)을 생성하고 강의 

전반에 걸쳐 생성한 디스플레이 및 보고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래에는 PI ProcessBook에 

포함할 항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문제 해결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ElementRelativeTankDisplay.PDI. 

 계산기(calc.exe) 

 OSIsoft Techsupport 웹 사이트(https://techsupport.osisoft.com/My-Support/)의 My 

support 링크  

https://techsupport.osisoft.com/M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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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분석 

 PI DataLink 보고서(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 

 Performance Equations 참조 설명서  

(C:\Program Files (x86)\PIPC\HELP\PEReference.chm) 

 OSIsoft YouTube 채널 링크(https://www.youtube.com/user/OSIsoftLearning)  

 

  

https://www.youtube.com/user/OSIsoft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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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I Vision에서 이벤트 보기, 디스플레이 관리 및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보기 

목표 

 PI Vision 홈페이지를 탐색합니다.  

 디스플레이를 검색합니다.  

 범주화할 디스플레이에 키워드를 할당합니다. 

 공개 및 비공개 디스플레이를 정의합니다. 

 PI Vision에 작업 저장 방식을 정의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숙지합니다. 

PI Vision을 사용하면 최신 장치 및 브라우저에서 장치에 PI ProcessBook을 설치하지 않고도 

PI ProcessBook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7.1 관련 이벤트 분석 및 비교  

7.1.1 관련 이벤트 찾기 

PI Vision을 통해 특정 이벤트의 시간 범위 동안 PI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자 전환 동안 자산의 성능을 검토하거나 가동 중단 기간 동안 몇 가지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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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보려면 왼쪽에 있는 이벤트 탭을 엽니다. 여기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벤트 찾을 수 

있으며, 각 이벤트의 왼쪽에 있는 색상은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PI Vision에서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 및 디스플레이의 심볼 컨텍스트는 이벤트 목록에 어떤 이벤트가 

표시될지 결정합니다. 추가 이벤트를 검색하려면 시간 범위를 수정하거나 검색 조건 편집을 

선택합니다. 검색 조건을 편집할 때 찾고 있는 이벤트 프레임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필터링 옵션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하여 데이터 아이템(이벤트 특성)과 해당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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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Apply Time Range를 선택하면 이벤트의 시간 범위를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7.1.2 이벤트 세부 정보 가져오기 

이벤트 세부 정보를 선택하면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있는 트랜드와 테이블이 만들어지며, 아이템을 

클릭하여 트랜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한 이벤트와 관련된 작업 및 주석이 

표시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으면 이벤트 프레임에 새 주석을 추가하고 이벤트 프레임을 

수신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는 PI System Explorer에서 주석처리 권한으로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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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비슷한 이벤트 비교 

비슷한 이벤트 비교를 선택하면 오버레이 트랜드와 간트 차트가 포함된 비슷한 이벤트 목록이 

열립니다. 오버레이 트랜드에서 이벤트를 숨기거나 특정 이벤트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특성을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끌어서 더 많은 오버레이 트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저장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를 저장합니다. 

7.1.4 참조 이벤트 고정 

이벤트 비교 화면을 작성한 후 검색 결과의 이벤트를 참조 이벤트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이벤트는 새 이벤트 검색을 수행한 후에도 이벤트 창 상단에 남아 있는 벤치마크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창 맨 위에 더 이상 고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이벤트를 고정됨 이벤트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이벤트 비교 화면을 만든 후에 이벤트 창에 고정할 이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벤트 고정을 클릭합니다. 

고정된 이벤트가 고정됨 섹션에서 창의 맨 위에 표시되고, 노란색 범례 마커 표시가 그 옆에 

나타납니다. 

2. 이벤트를 고정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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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레이 트랜드에서 고정된 이벤트를 강조 표시하려면 이벤트 창에서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고정된 다른 이벤트를 추가하려면 해당 이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벤트 

고정을 클릭합니다. 

 고정된 이벤트를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이름을 입력하여 이벤트 

비교 디스플레이를 저장합니다. 

 고정된 이벤트를 이벤트 창의 맨 위에 고정한 상태로 다른 이벤트 검색을 수행하려면 

검색 조건 편집을 클릭합니다. 

3. 고정된 이벤트를 고정 해제하려면 해당 이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벤트 고정 

해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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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지침 수행 활동 - 프로세스 다운타임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자산 관련 이벤트를 찾습니다. 

 PI Vision을 사용하여 중요한 이벤트를 분석합니다. 

문제 설명 

PI Vision에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여 통제 불능 이벤트를 분석합니다. 

방법 

1단계: <이니셜> Tank Dashboard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2단계: Events 단추를 클릭하여 Mixing Tank1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를 찾습니다. 

3단계: Mixing Tank1에 대한 가장 최근에 닫힌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이 이벤트의 원인 

코드가 무엇인지 기록해 둡니다. ______________ 

4단계: 가장 최근 다운타임 이벤트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Event Details를 

선택하여 특성의 끝 값을 확인합니다. 이벤트 프레임이 종료될 때 흐름 속도는 

얼마였습니까? ___________ 

5단계: 데이터 아이템 값 목록을 바탕으로 가장 최근 다운타임 이벤트와 관련된 온도 차이를 

찾습니다. ________________ 

6단계: 가장 최근 다운타임 이벤트의 이름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ompare 

Similar Events by Type(비슷한 유형의 이벤트 비교)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가장 길었습니까? 해당 이벤트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 

7단계: 참조 이벤트를 고정한 후 모든 탱크를 포함하도록 검색 조건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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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역할 기반 사용자 액세스 레벨 관리 

PI Vision 관리자는 PI 비전 관리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 역할을 할당하고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레벨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PI Vision은 PI AF ID를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액세스 역할을 제공합니다. 

 게시자: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디스플레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갖지만, 디스플레이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Explorer에서 디스플레이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Vision 설치 및 관리 설명서의 "역할 기반 사용자 액세스 레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7.3 PI Vision 디스플레이 관리 

7.3.1 PI Vision 홈페이지 

PI Vision 홈페이지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보고 검색할 수 있으며, 레이블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를 

필터링하거나 논리적 그룹을 탐색하여 디스플레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이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는 모든 공용 및 개인용 디스플레이를 

표시합니다. 

 즐겨찾기는 섬네일을 필터링하여 즐겨 찾는 항목(별표가 있는 디스플레이)만 표시합니다. 

 내 디스플레이에는 생성한 모든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최신 PI Vision은 지난 7일 동안 사용한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폴더 홈은 사용자가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구성한 

폴더를 보여줍니다. 이 옵션 아래에는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는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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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목록이 나열됩니다. 스크린샷에 표시된 예제의 오른쪽에서 이 폴더의 이름은 

“PI ProcessBook Displays”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왼쪽 상단 모서리의  를 클릭하여 PI Vision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7.3.2 PI Vision 디스플레이 구성 

PI Vision은 관심 있는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직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검색: 이름 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디스플레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별 아이콘 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를 "즐겨찾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는 사용자별 속성입니다. 

 키워드: 디스플레이에 키워드를 적용하여 디스플레이를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클라우드에서 "Filter by Keywords"를 선택하여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클라우드에서 키워드는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상대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사용자에 의해 적용된 키워드는 나머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아이콘 을 클릭하고 Keywords 상자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입력을 시작하면, 다음 스크린샷에 표시된 것처럼 사용 

가능한 키워드 중 일치하는 키워드를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7.3.3 기본 PI Vision 디스플레이 편집 

현재, PI Vision에서 생성된 디스플레이만(PI Processbook에서 업로드한 디스플레이는 제외)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편집 옵션은 PI Vision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PI Vision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음 옵션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설정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키워드: Keywords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여러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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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소유자: 조직의 누구든지 디스플레이 소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삭제: 현재, PI Vision에서 

생성한 디스플레이만 삭제할 수 있으며,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유 대상: 디스플레이의 작성자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개인용으로 유지하거나 

조직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대상 섹션에 표시된 그룹은 AF ID이며, 임의 사용자에 대한 공유 옵션인 관리자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속한 AFID만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는 기능은 강력한 기능입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데이터 

세트에서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해당 

디스플레이를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의 

공유된 디스플레이의 URL을 공개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도록 조직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는 자동으로 모두와 

공유됩니다. 

7.3.4 실습 – PI Vision 디스플레이 관리 및 공유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으로 작업 

문제 설명 

회사 PI Vision 홈페이지에는 다른 사용자와 공유되는 긴 디스플레이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용한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팀원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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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관심사를 표시하며, 팀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디스플레이에 레이블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방법 

이전에는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이름을 <이니셜> Tank Dashboard로 지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디스플레이를 검색하여 찾습니다.  

1단계: 디스플레이를 모든 사용자(모두)와 공유하면 다른 모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가 홀수로 끝나는 경우(예: Student05) 운영자와 디스플레이를 

공유합니다. 사용자 ID가 짝수로 끝나면(예: Student08) 엔지니어와 디스플레이를 

공유합니다.  

2단계: 디스플레이에 VPSD 키워드(PI System 데이터 시각화를 나타냄)를 추가합니다. 

3단계: 무지개(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또는 자주색) 중 2~3가지 색을 선택하고 

키워드로 추가합니다. 키워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4단계: VPSD 레이블이 포함되거나 선택한 색 중 하나와 일치하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찾습니다. 즐겨찾기를 선택하고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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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보기 

지금까지 생성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언제든지 모든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면 

플랜트와 통신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I ProcessBook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만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PI ProcessBook에서 생성한PDI, SVG 및 PIW 디스플레이 파일을 PI Vision으로 가져와서 언제 

어디서든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확대  

 시간 표시줄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시간 범위 조정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값을 탭하여 전체 화면 “팝업” 트랜드 열기 

  기능을 사용하여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모든 데이터 

아이템을, 추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PI Vision 디스플레이에 전송 

참고: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표시할 때 PI Vision은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스크립트 또는 타사 ActiveX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bUOW1yVBLnk 

PI 관리자는 PI Vision에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폴더에서 PI ProcessBook의 새 파일이나 수정된 파일 또는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면 PI Vision에서 자동으로 해당 파일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합니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PDI, SVG 및 PIW 파일은 자동으로 PI Vision으로 가져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bUOW1yVBL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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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지침 수행 활동 – 데스크탑 웹 브라우저에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보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Vision에서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보기 

문제 설명 

최근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위해 일련의 태블릿을 구입했습니다. 생성된 

ElementRelativeTankDisplay 디스플레이가 매우 유용하다는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의견에 따라 

태블릿(PI ProcessBook이 설치되지 않음)에서 이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요소 관련 탱크 디스플레이의 복사본을 만들고 이 파일 이름을 

ElementRelativeTankDisplay_<사용자 이니셜>.PDI로 지정한 다음 PI Vision 공유 

폴더로 이동합니다. 

2단계: PI Vision 홈페이지의 ProcessBook 디스플레이에서 PI Vision 폴더를 확인합니다.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이 디스플레이를 열고 Mixing Tank1의 내부 및 외부 온도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트랜드를 클릭하여 최대화합니다. 

4단계: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상자에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하여 트랜드의 

시간 범위를 변경합니다. 8h 단추를 클릭하여 시간 범위를 1일로 변경합니다.  

 

5단계: URL의 끝에 다음을 추가하여 PI Vision의 디스플레이를 Mixing Tank2로 전환합니다. 

?CurrentElement=\\PISRV1\OSIsoft Plant\Production Area\Production 

Line2\Mixing T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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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다른 두 보관 탱크로 전환합니다. 

7단계: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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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 요약 및 예방적 유지 관리 

8.1 PI DataLink의 이벤트 관련 기능에 대한 사항 

8.1.1 PI 이벤트 탐색 및 비교 

PI DataLink를 사용하면 Microsoft Excel 내에서 PI 이벤트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이벤트 함수는 AF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이벤트를 반환합니다.  

 이벤트 탐색: 이 함수는 행당 하나의 이벤트를 반환하고 하위 이벤트를 상위 이벤트 아래 

중첩합니다. 이 함수는 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위 이벤트 아래의 하위 이벤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벤트 비교: 이 함수는 행당 이벤트 하나를 반환하지만 동일한 행에 있는 관련 이벤트의 

특성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함수는 이벤트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반환된 

이벤트와 동일한 행에 있는 하위 이벤트 또는 상위 이벤트의 특성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계층을 평준화하여 각 상위 이벤트에 공통된 특정 하위 이벤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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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지침 수행 활동 – 다운타임 이벤트 모니터링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이벤트 프레임 검색 

문제 설명 

운영 관리자는 사이트에 있는 탱크가 예정된 유지 관리가 원인이 아니라 기계적 문제로 인해 

가동을 멈춘 시간이 나열된 보고서를 필요로 합니다. Excel 보고서에서 이벤트 프레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출력 셀을 선택합니다. 

3단계: 이벤트 탭에서 탐색을 선택합니다.  

4단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a. 데이터베이스:  

\\PISRV1\OSIsoft Plant 

b. 이벤트 이름: * 

c. 검색 시작: *-1d 

d. 검색 종료: * 

e. 이벤트 템플릿: Downtime 

f. 요소 이름: * 

5단계: More 검색 옵션 섹션을 확장합니다. 특성 값 필터에서 특성에 대한 “원인 코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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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인 코드 =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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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표시할 열에서 Event name, Start time, End time, Duration, Primary element, 

Maximum External Temperature, Maximum Internal Temperature, Reason Code 및 

Temperature Difference를 선택합니다.  

 

7단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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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실습 - 다운타임 이벤트 분석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여 PI DataLink에서 검색한 이벤트 프레임 분석 

 

문제 설명 

이제 운영 관리자는 어떤 다운타임 원인이 가장 흔한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와 어떤 탱크가 가장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또한 탱크의 총 생산 손실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PI_DataLink-Exercises<사용자 이니셜>.xlsx 파일의 Downtime Raw Data 및 

Evaluating Tank Downtime 시트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2단계: Downtime Raw Data 탭을 엽니다. 셀 A7을 출력 셀로 선택합니다. 

3단계: 이벤트 탭에서 비교를 선택합니다.  

4단계: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a. 데이터베이스:  

\\PISRV1\OSIsoft Plant 

b. 이벤트 이름: * 

c. 검색 시작: T-7d 

d. 검색 종료: * 

e. 이벤트 템플릿: Dow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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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요소 이름: * 

5단계: 표시할 열에서 이벤트 이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기간, 이벤트 템플릿, 기본 요소, 

이벤트 기간(분), 최대 외부 온도, 최대 내부 온도, 원인 코드, 생산 손실(갤런) 및 온도 

차이를 선택합니다.  

 

6단계: 확인을 클릭합니다. 

7단계: Evaluating Tank Downtime 시트를 엽니다.  

8단계: 원인 코드 비교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분석 탭에서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9단계: 탱크 비교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분석 탭에서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10단계: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생산 손실을 초래한 원인 코드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 

11단계: 보관 탱크에 대해 가장 많은 생산 손실을 초래한 원인 코드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 

12단계: 가장 많은 생산 손실을 초래한 탱크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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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ank Downtime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장 :  

추가 자료(참조)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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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생산 요약 

목표 

 계산된 값을 가져옵니다. 

 필터링 값을 가져옵니다. 

 Excel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여 PI DataLink 보고서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전 장에서는 다양한 PI DataLink 함수를 사용하여 PI Server에 저장된 원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원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대신 PI Server에서 검색된 원시 값에 계산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PI DataLink는 계산된 값을 가져오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PI DataLink에서 계산 데이터 함수의 일부로 사전 정의된 여러 계산 모드 사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I 함수인 합계,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범위, 평균, 개수 및 평균값 중 

일부가 이러한 모드에 해당합니다. 

2. 원하는 계산을 정의하는 데 사용자 지정 식 사용 이러한 계산에 사용되는 구문은 이 장의 

뒷부분에 설명된 Performance Equations 구문과 동일합니다.  

8.2.1 계산 데이터 

계산 데이터 함수는 PI 포인트 또는 AF 특성에 대해 단일의 계산된 값 또는 동일한 간격의 계산된 

값을 반환합니다. 계산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최소 

 최대 

 표준 편차 

 범위 

 평균 

 계수 

 평균값 

이러한 요약 계산은 지정된 시간에 대한 포인트의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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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데이터 함수의 데이터 아이템 라디오 단추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필드는 앞서 살펴본 다른 

PI DataLink 함수와 유사합니다. 이 함수와 관련된 필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간격: 선택적 필드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경우 동작은 샘플링 데이터 함수와 유사하며 

동일한 간격의 시간 동안 계산이 수행됩니다. 

 계산 모드: 사용 가능한 모드는 위에 나열된 모드입니다. 

 양호백분율 표시: :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계산 시간 범위에 해당하는 양호한 데이터의 백분율이 

표시됩니다. 양호백분율이 매우 낮은 경우 집계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PI System에 대한 불량 값은 Data Archive의 시스템 디지털 상태 세트에 있는 디지털 상태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몇 가지 예로는 I/O 시간 초과, 데이터 없음, 종료, 샘플 없음, Intf Shut 및 

원호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Conversion Factor: 계산 모드가 합계로 설정된 경우 변환 비율을 숫자로 1 이외의 숫자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중 총 계산의 경우 변환 비율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드롭다운에서 프로세스 변수의 

측정 단위에 따라 선택합니다. 상자에서 필수 변환 비율 수가 계산되어 샘플링됩니다.  

변환 비율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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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지침 수행 활동 – 계산 데이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계산 데이터 함수 사용 

문제 설명 

계산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거 2시간 및 과거 1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Mixing Tank1의 흐름 속도에 

대한 평균,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a. 루트 경로: \\PISRV1\OSIsoft Plant\Production Area\Production Line1\Mixing 

Tank1 

b. 데이터 아이템: 흐름 속도  

c. 시작 시간: * 

d. 종료 시간: *-2h 

3단계: 과거 1일 동안 이 탱크에 대한 흐름 속도의 평균, 최대값 및 최소값을 가져옵니다. 

4단계: 종료 시간을 *-1d로 변경하고 PI Server에서 이러한 값이 어떻게 재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212 페이지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213 페이지 

 

8.2.3 합계 및 변환 비율 계산 

변환 계수는 하나의 UOM에서 또 다른 UOM으로 숫자를 변경하는 데 사용된 승수입니다. 

예: 1kg - 1000g, 1인치 - 2.54cm, 하루 - 24시간, 하루 - 1440분 

Data Archive는 공학 단위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비율 포인트를 하루 단위에 관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정은 많은 포인트가 초당 단위, 분당 단위 또는 시간당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Calculated Data에서 Total 함수 사용 시, 변환 계수는 

데이터가 하루 단위라는 PI의 가정을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변환 계수는 원본 데이터가 하루 

단위일 때 1.0입니다. 

비율 포인트의 실제 공학 

단위 

Data Archive에서 가정하는 

공학 단위 
환산 인수 

단위/일 단위/일 1 

단위/시간 단위/일 24 

단위/분 단위/일 1440 

단위/초 단위/일 8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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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흐름 속도는 갤런/분(gpm)으로 측정되며 Data Archive에 저장됩니다. 8시간 동안의 총 

갤런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흐름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gpm - 3분간 

 5gpm - 2분간 

 1gpm - 3분간 

총 흐름은 흐름 속도 선 아래의 영역입니다(세 직사각형 영역의 합산). 

 

따라서 예상되는 총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3gpm x 3분) + (5gpm x 2분) + (1gpm x 3분) = 22갤런 

 

그러나 Data Archive에서 흐름 속도의 측정 단위는 갤런/일로 사용됩니다. 변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Data Archive에서 계산되는 총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반환됩니다. 

(일당 3갤런 x 3분 x 1일/1440분) + (일당 5갤런 x 2분 x 1일/1440분) + (일당 1갤런 x 3분 x 

1일/1440분) = 0.01528갤런 

 

Data Archive로 계산된 합계는 변환 비율 1440을 곱하여 22갤런이 되어야 합니다. 

0.01528갤런 x 1440 = 22갤런 

아카이브에 불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합계를 계산하게 되면, 총 합산한 값을 

아카이브 데이터가 양호한 값을 가졌던 시간으로 나눠줍니다(합산 값/양호 데이터 시간). 이러한 

데이터 일반화는 불량 데이터 시간 범위 동안의 포인트 값이 전체 범위의 평균 값이라는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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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시간 범위의 큰 부분에 불량 데이터가 있으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양호백분율 값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DataLink 사용 설명서의 "계산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8.2.4 지침 수행 활동 – 합계 계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계산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 값 계산 

문제 설명 

과거 1일에 해당하는 Mixing Tank1의 총 흐름 및 평균 흐름 속도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사용할 

변환 비율을 파악하려면 Mixing Tank1에 대한 흐름 속도 UOM을 구해야 합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a. 루트 경로: \\PISRV1\OSIsoft Plant\Production Area\Production Line1\Mixing 

Tank1 

b. 데이터 아이템: 흐름 속도  

c. 시작 시간: T 

d. 종료 시간: T-1d 

3단계: UOM이라는 보고서 템플릿에 셀을 추가하고 속성을 사용하여 흐름 속도에 대한 값을 

가져옵니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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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변환 비율이라는 보고서 템플릿에 셀을 추가하고 거기에 적절한 값을 기록합니다. 

5단계: 시간 범위에 해당하는 총 흐름을 계산합니다(변환 비율을 잊지 마십시오.) 

6단계: 양호백분율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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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실습 – 생산 요약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계산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 값 추출 

문제 설명 

생산 관리자인 여러분은 지난주의 생산 통계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각 날짜별로 생산에 대한 다음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합계 

 평균 

 최대 

또한 전체 주에 대해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방법 

1단계: PI Server에서 생산은 두 생산 라인의 생산 합계이며, 다음과 같이 AF Server에서 

생산이라는 특성으로 생산 영역 요소 아래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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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F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PI 포인트 CDT158을 사용하십시오. 

2단계: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루트 경로   

데이터 아이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시간 간격:  

UOM  

3단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 파일의 Production Summaries 시트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제공된 템플릿의 테이블 값을 사용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주간 합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 간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일 합계에만 

사용하십시오(힌트). 

일일 계산에는 시작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호백분율 필드는 항상 집계 계산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를 최대값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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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PE(Performance Equations) 구문 

목표 

 PI PE 구문의 세 가지 규칙을 나열합니다. 

 PE 함수를 나열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8.3.1 소개 

PE(Performance Equations)는 다른 PI 포인트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해 PE 

포인트의 값으로 계산 결과를 기록하는 PI Server의 특수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PE 포인트에는 

PE 구문이라고 하는 특정 구문이 필요합니다. 이 구문은 PE 포인트에서 비롯되었지만 여러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한 위치로는 PI Server용 자산 분석, PI ProcessBook 

계산 데이터 세트, PI DataLink 식 및 PI WebParts PI 계산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도구에서 쓰이는 필터 식에도 사용됩니다. 

8.3.2 PE의 3가지 규칙 

PE 구문의 3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1: 숫자 및 수학 연산자는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10, 0.125, 34.56, +, -, *, /, ^).  

규칙 2: 포인트 이름 및 타임스탬프(절대 시간 형식 또는 통합 시간 형식)는 작은 따옴표 안에 

기록합니다('CDT158', 'Temp_Tank_1', 'FIC5821.PV', '*', 't+6h', '13-Jun-2009'). 

규칙 3: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This is a string"). 

여러 곳에서 작은 따옴표 및 큰 따옴표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PI Tag Search(PI 태그 검색) 창 

사용 시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구문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항상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인트 상태를 볼 때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문자열 값을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8.3.3 PE 함수 

또한 수학적 함수의 고급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n(), cos(), log(), exp(), abs() 

등의 일반적인 수학 함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학 함수와 별도로 특별히 PI 데이터에 적용되는 

많은 PI 함수가 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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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Good() 양호한 값을 보유한 시간 포인트의 비율입니다. 

TagAvg() 시간 가중 평균입니다. 

TagTot() 기간 동안의 시간 적분입니다. 

TimeGT() 포인트가 지정된 값보다 클 경우 범위 내의 총 시간입니다. 

Month() 타임스탬프에서 달을 추출합니다. 

식에는 If-Then-Else, 관계형 및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IF expr0 THEN expr1 ELSE expr2 

예: IF 'Tag1'>=50 AND 'Tag2'<125 THEN "under limit" ELSE "good" 

참고: IF, THEN 및 ELSE 키워드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NoOutput() PE 함수는 THEN 또는 

ELSE 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if-then-else 식을 중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될 수 있는 내장 함수의 전체 목록은 PEReference.chm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C:\Program Files (x86)\PIPC\HELP\PEReference.chm에 있는 PIPC\HELP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SIsoft Techsupport 웹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file:///C:/Program%20Files/PIPC/HELP/PEReference.chm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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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실습 – PE 구문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PE 구문을 여러 계산 및 필터링 문제에 적용 

문제 설명 

원시 데이터를 모두 보고서로 가져오는 대신, 다음 사용자 지정 계산 및 필터링 옵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식을 생성할 때 PE 함수를 사용하고 PE 규칙을 따릅니다.  

방법 

1단계: PEReference.chm 도움말 파일을 사용하여 아래 테이블을 채웁니다. 

계산/필터 PE 식 해당하는 PE 함수 

오늘 아침 오전 8시의 탱크 

레벨(레벨은 BA:LEVEL.1 

포인트로 측정됨) 

 TagVal() 

최근 12시간 동안의 

SINUSOID 포인트에 대한 시간 

가중 합계이지만, 계산에 

사용되는 값의 85% 이상은 

양호한 것으로 간주됨 

 TagTot() 

BA:TEMP.1 포인트가 45보다 

클 경우 OVERHEATED가 

표시됨 

 If…then…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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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동안 CDM158 

포인트로 측정된 컨트롤러 

모드가 수동이었던 기간 

 Time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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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예방적 유지 관리 

8.4.1 필터링 시간 데이터 

현재 설치된 펌프에 대한 예방적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펌프가 가동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 제조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일 베어링의 경우 10,000시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펌프 상태(ON 상태인지 또는 OFF 상태인지)를 기록하는 PI 포인트가 있는 경우 필터링 시간 

함수를 사용하여 예방적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시간 함수는 지정된 

시간 동안 performance equation가 true로 평가되는 기간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 대해 

다음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식 

o 하나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섹션 9.2에 설명된 Performance 

Equation 형식을 따릅니다. 식에서 허용되는 데이터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PI point 

PI 포인트에 데이터 참조를 저장하는 AF 특성 

상수 값을 저장하는 AF 특성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간 단위 

o 즉, 펌프가 5초/분/시간/일 동안 실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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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지침 수행 활동 - 컨트롤러 상태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필터링 시간 데이터 추출 

문제 설명 

컨트롤러가 CASCADE 상태였던 시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컨트롤러는 이름이 CDM158인 

디지털 포인트이며 5개의 개별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CASCADE 상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출력 셀 Time in Cascade mode (hours)의 레이블을 만듭니다. 

3단계: 빈 출력 셀을 선택합니다. 

a. 필터링 시간 함수를 선택합니다. 

4단계: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 다음 값을 사용합니다. 

a. 식: ‘CDM158’ = “CASCADE” 

b. 시작 시간: T-3d 

c. 종료 시간: T  

d. 시간 단위: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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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지침 수행 활동 – 혼합 탱크 수위 컨트롤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필터링 시간 함수의 식을 사용합니다. 

문제 설명 

7을 초과하는 Mixing tank1 수위는 펌프의 오동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분석 보고서에서 어제 

펌프가 오동작한 시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작업을 종료할 때 스크린샷과 비슷한 보고서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3단계: B1 셀을 선택하고 Mixing Tank1 Level 특성을 검색합니다.  

4단계: 식을 수정하고 PE 구문 규칙을 ‘level’>7로 적용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Excel에서 첫 번째 '는 셀 내용이 텍스트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므로 Excel 

형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식을 셀에 포함하려면 식 시작 부분에 두 개의 ‘를 넣어야 

합니다.  

5단계: 다음 값을 사용하여 보고서 템플릿을 완성합니다. 

a. 시작 시간: T 

b. 종료 시간: Y 

c. 시간 단위: Hours 

6단계: 필터링 시간 함수를 선택하여 출력 셀을 B6으로 사용합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227 페이지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228 페이지 

 

8.4.4 실습 – 조건 기반 검사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필터링 시간 함수를 사용하여 작동 시간을 계산합니다. 

문제 설명 

혼합 탱크 및 보관 탱크의 펌프는 2,000시간 이상 실행된 경우에만 4달 간격으로 시각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Preventative Maintenance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탱크에 있는 펌프의 사용 시간을 알고자 합니다.  

펌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PI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펌프는 탱크 

레벨이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동됩니다. 각 탱크의 펌프가 지난 4개월 동안 가동된 시간을 

확인하고 펌프 중 검사해야 하는 펌프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방법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 파일의 Condition Based Inspection 시트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탱크와 관련된 펌프의 총 작동 시간을 가져옵니다. 

1단계: Asset Filter Search를 사용하여 특성을 제외한 자산 목록을 가져옵니다.  

a. 검색 대화 상자에서 특성을 선택하지 않고 적절한 루트 경로 및 요소 템플릿을 

지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2단계: 필터링 시간 함수를 사용하여 각 펌프의 가동 시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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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용자 지정 식을 사용하여 필터링된 데이터 

다양한 PI DataLink 함수를 사용할 때 필터 식의 선택적 필드를 확인했습니다.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함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계산 데이터 

PI DataLink는 필터 식을 검색된 원시 데이터에 적용하므로 지정된 식이 True가 되게 하는 값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함수, 압축 데이터 및 샘플링 데이터의 경우 지정된 필터 식을 True로 

만드는 값만 출력 셀에 나열됩니다. 계산 데이터 함수의 경우 계산에서는 필터 식이 True가 되게 

하는 원시 값만 고려됩니다. 필터 식을 사용하는 경우 압축 및 샘플링 데이터 함수에 대해 

필터링된 것으로 표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것으로 표시 옵션을 선택하면 필터 

식을 충족하지 못하는 각 값 그룹에 대해 필터링됨 상태가 반환됩니다. 

필터 식은 performance equation이며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서식 규칙을 따릅니다. 

참고: 필터 식에 대한 셀 참조 사용 시, 두 개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포인트 이름 또는 

타임스탬프로 필터 식이 시작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작은 따옴표는 Excel에서 값이 아닌 

텍스트 문자열로 식별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터 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추가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전체 필터 식을 괄호로 묶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DataLink 사용 설명서의 “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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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cel 조건부 서식 

본 내용은 PI DataLink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Microsoft Excel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면 PI DataLink 보고서의 외관을 보다 멋지게 만들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PI에서 추출한 값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 

리본의 스타일 섹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되는 데이터에 대한 강조 표시된 

최대값 또는 최소값, 막대 그래프 배경 및 다른 많은 시각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서식 지정하려는 셀 그룹을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부 

서식 단추를 클릭하고 그룹과 규칙을 선택합니다. 셀 강조 규칙 및 상위/하위 규칙의 경우 적절한 

제한을 구성하고 나면 서식을 미리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 색조 및 아이콘 집합의 경우 사전 

구성된 각 옵션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선택한 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규칙을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사전 구성된 규칙이 적절하지 못하면 조건부 서식 > 새 규칙을 사용하여 규칙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 규칙 관리를 사용하면 구성 가능한 순서로 여러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MS Excel TODAY() 함수는 현재 날짜의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이 일련 번호는 날짜 및 

시간 계산을 위해 Microsoft Excel에서 사용하는 날짜-시간 코드입니다. Microsoft Excel은 

1900에서 시작하는 전체 일 수로 날짜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날짜 및 시간은 더하기, 빼기를 

비롯한 기타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 =TODAY() 

     예: =(TODAY() - 10 + 16/24)는 오늘에서 10일을 뺀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Microsoft Excel 97에서 날짜를 입력할 때 연도를 두 자리만 입력하면 Microsoft Excel은 해당 

입력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연도에 00~29를 입력하면 2000~2029년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5/28/19를 입력하면 Microsoft Excel은 2019년 5월 28일로 날짜를 추측합니다. 연도에 

30~99를 입력하면 1930~1999년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5/28/91을 입력하면 Microsoft 

Excel은 1991년 5월 28일로 날짜를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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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지침 수행 활동 - 필터링 데이터 값 쿼리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압축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검색된 값에 필터 식 적용 

문제 설명 

압축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필터 식을 검색된 값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방법 

파트 1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o 데이터 아이템: CDT158  

o 시작 시간: T 

o 종료 시간: T-1d 

o 필터 식: ‘‘CDT158’ > 80 

3단계: 압축 데이터를 얻고 80 미만 값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80 미만 값은 불필요하므로 보고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터 식을 참조하여 80 

미만 값을 필터링합니다.  

파트 2 

1단계: 새 시트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o 루트 경로: \\PISRV1\OSIsoft Plant\Production Area\Production Line1\Mixing 

Tank1 

o 데이터 아이템: 외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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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작 시간: T 

o 종료 시간: T-1d 

o 필터 식: ‘외부 온도’ > 200 

2단계: 압축 데이터를 얻고 200 미만 값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200 미만 값은 불필요하므로 보고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4단계: 필터 식을 참조하여 200 미만 값을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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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실습 - 생산 레벨 보고서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샘플링 데이터 함수의 Filter Expression 옵션을 사용하여 추출되는 값을 제한합니다. 

문제 설명 

품질 제어 관리자인 여러분은 Mixing Tank1에 있는 제품의 수위를 검사하고자 합니다. 아카이브되는 

값은 여러 개이므로 압축 데이터 쿼리 대신 샘플링 데이터 쿼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10분 간격 레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4와 6 수위로 정의된 

중간 탱크 수위를 필터링합니다.  

방법 

1단계: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루트 경로  

데이터 아이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간격  

상한  

하한  

필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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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 파일의 생산 레벨 보고서 시트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참고: Excel 함수 CONCATENATE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8.6 PI DataLink - 식 데이터(선택 사항)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PI DataLink 함수는 데이터 아이템이나 식 입력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함수에는 작업 창 맨 위에 데이터 아이템 및 식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아이템 

옵션만 다루었습니다. PI DataLink에서 식은 PI System 데이터 아이템을 기반으로 계산 및 수학 

연산을 통합하는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performance equations입니다. 

식(및 데이터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PI DataLink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이브 값 함수 

 샘플링 데이터 함수 

 시간 데이터 함수 

PI 식은 PI PE와 거의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동일한 식 구문을 따르며 다음 데이터 아이템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 point 

PI 포인트에 데이터 참조를 저장하는 AF 특성 

상수 값을 저장하는 AF 특성 

PI 식의 장점은 필요 시에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PI PE와 달리 PI Server에 저장된 

이러한 계산의 히스토리가 없으므로 과거 트랜드를 보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8.6.1 계산 데이터 함수와 PI 식의 차이 

PI 계산 데이터와 PI 식의 다른 점 한 가지는 아래 예제와 같습니다. PI 계산 데이터는 과거 7일 

동안 하루 단위로 포인트의 최대값을 계산합니다. 표시된 PI 식은 과거 7일에 걸쳐 가장 최근 

8시간 동안의 포인트에 대한 샘플링 데이터의 최대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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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식의 형식은 TagMax('TagName','*-8h','*')입니다. 

PI 계산 데이터와 같이 시작 시간(*-7d) 종료 시간(*) 및 1일(1d) 간격으로 구성됩니다. 식에서 

‘*’는 항상 시스템의 현재 시간으로 이동하지는 않으며, 이 경우 ‘*’는 아래 8시간 막대 오른쪽으로 

표현됩니다. PI 식을 TagMax('tag','*-1d','*') 변경하면 PI 계산 데이터 및 PI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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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동일해집니다. 하지만 PI 계산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면 PI 식에는 식의 시작 시간에 추가 

간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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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지침 수행 활동 – 식 쿼리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Performance Equations 사용 

문제 설명 

샘플링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과거 1일 동안 매 시간의 시작 시점에 해당하는 Mixing Tank2의 

흐름 속도 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흐름 속도의 원시 값을 가져오는 대신, 흐름 속도 값과 전날의 평균 간 차이를 구하여 

Excel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참고: 편의를 위해 이 예에서는 PI 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식을 생성할 때 AF 

특성 및 Excel의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단계: Microsoft Excel을 엽니다. 

2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a. 시작 시간: y 

b. 종료 시간: t 

c. 시간 간격: 1h 

d. 식: TagVal(‘VPSD.OSIsoftPlant.PL2.MXTK2.Flow Rate’)-

TagAvg(‘VPSD.OSIsoftPlant.PL2.MXTK2.Flow Rate’, ‘*-24h’,’*’) 

3단계: 샘플링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고 데이터 검색 시 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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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실습 – 재료 균형 보고서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DataLink에서 Performance Equations 사용 

문제 설명 

다음 도표에 표시된 것처럼 제품 A와 제품 

B라고 하는 두 가지 제품이 한 탱크 안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품 A의 흐름은 CDT158이라는 

PI 포인트에 저장되고 제품 B의 흐름은 

BA:TEMP.1이라는 PI 포인트에 저장됩니다. 

혼합에 제품 A의 백분율을 중요한 표시기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 값을 저장하는 

PI 포인트가 없으므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7일 동안의 보고서를 생성하고 2시간 간격으로 해당 백분율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결과 혼합에서 제품 A의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한 식을 개발합니다.  

2단계: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식  

시작 시간  

종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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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  

3단계: PI_DataLink-Exercises_<사용자 이니셜>.xlsx 파일의 재료 균형 보고서 시트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4단계: 두 제품 중 한 제품이 흐르지 않으며 연관된 포인트에 “종료”를 나타내는 불량 값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식을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힌트: If Then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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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SIsoft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9.1 PI Square: OSIsoft 커뮤니티 

PI Square, https://pisquare.osisoft.com은 사용자 질문 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고, 코딩 

프로젝트를 위해 PI Developers Club(PI DevClub)에 액세스하며, PI System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PI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OSIsoft 커뮤니티입니다. 

PI Square에서는 기술 지원 사이트와 동일한 로그인을 사용합니다. OSIsoft 로그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OSIsoft 계정이 없어 계정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PI Square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오른쪽 상단의 

Log In을 클릭합니다. Register를 클릭하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I Square 커뮤니티에는 Spaces라는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나 목적에 맞게 이름이 지정됩니다. 각 공간에는 토론, 문서, 블로그 게시물, 

설문 조사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PI Square에는 다음 4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All Things PI 

이는 일반 포럼으로, OSIsoft 기술지원이 질문 사항에 답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곳입니다. 또한 PI Server, PI 인터페이스 및 PI 커넥터, 

PI Visualization 및 기타 OSIsoft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품 공간도 찾을 수 

있습니다. 

 PI Developers Club 

여기에서는 개발자가 PI System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지원 및 컨텐츠가 제공되지만 설치 키트와 같은 일부 다른 

외부 리소스에 대한 링크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ster PI 

여기에서는 온라인 학습 과정을 이수하고, 온라인 및 개인 학습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PI 관련 지식을 계속 보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웹 세미나를 볼 수 있습니다. 

 Welcome to PI Square! 

https://pisquare.osi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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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커뮤니티를 탐색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커뮤니티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질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9.1.1 실습 - PI Square 탐색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Square SSO 계정을 만들고 시각화 주제에 대한 답변 찾기 

 

문제 설명 

다음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PI DataLink의 미래 데이터 

 PI Vision의 URL 매개변수 

방법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PI Square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pisquare.osisoft.com  

2단계: PI Square 커뮤니티에 로그인합니다. 

a. OSIsoft SSO 계정이 없다면 지금 만듭니다. PI Square 및 OSIsoft TechSupport 

웹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같은 계정을 사용합니다.  

3단계: 각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검색합니다. 

a. PI DataLink의 미래 데이터 

https://pisquare.osi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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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 Vision의 URL 매개변수 

4단계: 답변하지 않은 질문이 있는 경우 다양한 게시물을 읽거나, 댓글을 추가하거나, 

자신만의 게시물을 만듭니다.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245 페이지 

 

9.2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웹 사이트, 

https://techsupport.osisoft.com을 자주 

방문하십시오. 귀사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모든 PI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 버전 또는 

제품의 최신 릴리스 및 정해진 릴리스 날짜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PI System 

Roadmap을 참조하십시오. 로그인하여 현재 열려 있거나 이전에 닫힌 Support Cases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nowledge Base를 검색하여 사용 가능한 여러 KB 문서 모음을 참조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OSIsoft 기술지원의 일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02 6137 3633 

 이메일: techsupport@osisoft.com  

일부 지원 센터에서는 통역사의 지원 여부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역 언어 옵션을 선택하면 지원 센터에서는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 연결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 중이지 않은 첫 번째 통역사와 연결됩니다. 

기술 지원에 문의하기 전에, 특정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OSIsoft 기술지원 

엔지니어가 묻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이름 

 버전 번호 

 문제가 발생한 시간  

 컴퓨터 플랫폼(CPU 유형, 운영 체제 및 버전 번호) 

 

9.3 학습 

OSIsoft 학습 웹 사이트, http://learning.osisoft.com에서는 PI 사용자가 P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PI System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가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교육 오퍼링 및 예정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echsupport.osisoft.com/
mailto:techsupport@osisoft.com
http://learning.osi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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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강사 주도형 교육 

OSIsoft 공개 교육 사이트에서의 강사 주도형 교육 - 기본 오퍼링 - OSIsoft 교육 센터에서 여러 

언어를 통해 심화 학습과 함께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PI System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강생 사이트에서의 강사 주도형 교육 - 맞춤형 오퍼링 -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학습하고, 

원하는 시간에 수강생 사이트에서 수강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3.2 온라인 교육 

소규모 개인 온라인 과정 - 최신 오퍼링 - 수강생 회사나 집에서 자신의 일정에 따라 수강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PI System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pisquare.osisoft.com/community/Master-PI 

 

주문형 학습: YouTube 채널 -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학습 - You Tube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1000가지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PI System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재생 목록은 교육 주제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LE – 가상 학습 환경 -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며 완벽하게 작동하는 

PI System입니다. OSIsoft는 PI ProcessBook부터 AF 및 개발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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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실습 - OSIsoft 학습 채널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OSIsoft YouTube 학습 채널에서 비디오를 찾아 PI System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문제 설명 

XY 플롯이 있는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법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YouTube.com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OSIsoft 학습 채널을 검색합니다. 

3단계: PI ProcessBook에서 XY 플롯에 대한 비디오를 찾기 위해 검색을 실행합니다. 샘플 

검색: "XY 플롯 Processbook" 

4단계: XY 플롯을 설명하는 적절한 비디오는 "OSIsoft: The xy plot in PI ProcessBook. 

v3.0"입니다. 

5단계: 이 비디오를 지금 보거나 기다렸다가 다른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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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복수 언어 지원 

PI Vision, PI ProcessBook 및 PI DataLink를 비롯한 모든 OSIsoft 클라이언트 도구는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 도구의 MUI 언어 팩을 설치하면 됩니다.  

PI Vision, PI ProcessBook 및 PI DataLink의 MUI 언어 팩은 다음과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일본어 

 중국어 간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러시아어 

 독일어 

9.5 기타 문의 사항 

라이선스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http://www.osisoft.com/ > Contact Us > Account 

Management에 나열된 계정 관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지원(02 6137 3633)에 전화하거나 

https://techsupport.osisoft.com > My Support > My Cases를 방문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교육 문제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강사에게 문의하거나 learning@osisof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기타 모든 질문 사항은 이메일(customerservice@osisoft.com)을 통해 고객 서비스 그룹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osisoft.com/
https://techsupport.osisoft.com/
mailto:learning@osisoft.com
mailto:customerservice@osi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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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지막 실습  

10.1 강의 마무리 

목표 

 OSIsoft 시각화 도구의 친숙성 보여주기 

 

이제 도구 키트에 시각화 도구가 있으므로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보고서와 

디스플레이를 탐색 및 생성할 수 있도록 산업별 샘플 AF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최종 확인 질문을 통해 도구를 사용하여 PI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0.1.1 자산 기반 PI 예제 키트란? 

자산 기반 PI 예제 키트는 AF 및 기타 자산 기반 PI 도구를 통해 간단한 산업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예제 키트는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AF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관련 파일이 

포함된 ZIP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AF 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활용 사례를 설치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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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타임 추적 

 조건 기반 유지 관리 

 에너지 사용 

 성능 모니터링 

예제 키트는 AF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객을 도우면서 배운 업계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키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요소, 이벤트 프레임 및 분석 템플릿이 포함된 AF 데이터베이스 정의 

 작은 대표 계층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 및/또는 PI DataLink 스프레드시트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문서 및 동영상 지침 

시작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과 다운로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 Square의 Asset Based PI Example Kits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pisquare.osisoft.com/community/all-things-pi/asset-based-pi-example-kits  

  

https://pisquare.osisoft.com/community/all-things-pi/asset-based-pi-example-k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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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실습 – 전체 요약 실습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System 기술의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 보여주기  

 PI System의 데이터에 액세스 

 PI Vision, PI ProcessBook 및 PI DataLink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법 보여주기  

문제 설명 

실습에서는 이 강의에서 배운 스킬을 사용하여 일련의 디스플레이와 보고서를 설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창의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실습의 의도는 재미있는 자유 실습과 선의의 좋은 

경쟁으로 클래스를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2-3개 팀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디스플레이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수강생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에 대해서 작업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1. 가능한 많은 기술/개념에 대한 이해 전달 

2. PI ProcessBook, PI DataLink 및 PI Vision을 포함한 모든 제품 사용 

3. 디자인의 독창성 

4. 클래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 논의한 PI ProcessBook, PI DataLink 및 PI Vision의 모든 측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북이므로 관련 문서 외에도 나머지 워크북을 자유롭게 참조해도 됩니다. 관련 사용 설명서는 

모두 VLE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자인에 세 개의 제품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방법 

1단계: 아래 목록에서 자산 기반 PI 예제 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고 키트가 해결하는 비즈니스 

사례를 검토합니다(실습의 끝 부분에 포함됨). 자체 생산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 사례를 개발하고 자체 데이터로 최종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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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에 대한 조건 기반 유지 관리 

 증류탑 작동 

 공장별 전력 소비 

 광물 처리  

 모바일 자산 성능 모니터링 

 O&G 웰 다운타임 추적 

 O&G 웰 드릴링 및 완료 

 전력 생성 로드 예측 

 리액터 OEE 

 T&D 변전소 변압기 모니터링 

 T&D 급전 전압 모니터링 

 터빈 효율성  

 유틸리티 비용 관리 

2단계: 강의를 위해 각 키트의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가상 학습 환경에 설치되었습니다. AF 

구조 및 예제 키트 설명서를 살펴보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PI Square에서 예제 키트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유의 

PI System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또는 최적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와 

관련하여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3단계: 이 강의에서 배운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한 예제 키트 또는 비즈니스 사례의 가능한 

솔루션이나 모니터링을 보여주는 시각화를 생성하십시오. 각 도구로 구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PI Vision 

a. 테이블, 트랜드, 값 및 게이지가 포함된 디스플레이 생성 

b. 비슷한 자산에 디스플레이를 재사용하고 텍스트, 이미지, 링크 및 멀티-스테이트 

동작을 추가하여 PI Vision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킵니다. 

c. 디스플레이를 조직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키워드를 추가하여 디스플레이를 

정렬하고 즐겨찾는 디스플레이를 찾습니다. 

PI DataLink 

a. PI 포인트 및 AF 특성에 대한 현재 값 및 아카이브 데이터 표시 

b. 데이터에 대한 합계, 평균 및 기타 통계 값 계산 

c. Performance Equations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고급 계산 생성 

d.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여러 자산에 보고서 재사용 



PI System 데이터 가시화

 

 

 

253 페이지 

 

PI ProcessBook 

a. 동적 및 정적 심볼이 포함된 요소 관련 디스플레이 생성 

b.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멀티-스테이트 심볼, 이미지 및 미리 정의된 심볼 추가 

c. 웹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로 이동하기 위한 단추를 

추가하거나, PI ProcessBook(PIW) 파일을 사용하여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구성 

d. PI ProcessBook 디스플레이를 PI Vision에 업로드  

4단계: 디스플레이 및 보고서를 강의에서 공유하여 각 예제 키트가 비즈니스 사례를 어떻게 

충족하는지(또는 자신의 활용 사례)를 설명합니다. 또한 강의 전체에서 배운 내용이 

일상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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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자산 기반 PI 예제 키트 간단한 설명  

펌프에 대한 조건 기반 유지 관리 

플랜트에서 펌프에 대한 유지 관리를 스케줄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력 기반 

스케줄링을 사용하며 고장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유지 관리가 추가됩니다. 현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장비 사용량과, 비슷한 다른 장치와의 효율성 비교를 기준으로 사전에 

유지 관리 작업을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펌프를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한 시간과 장비의 

다른 부분과의 통계적인 비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류 작업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계속 제공하려면 증류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증류탑의 KPI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증류탑이 범람하는 조건과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자산 성능 모니터링 

회사에는 많은 모바일 자산(트럭, 버스, 적재기 등)이 있으며 연료 소비를 줄이고 조건 기반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별도의 메트릭이 사용됩니다. 연료 

효율성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요소 중에 탑재 무게, 사용된 연료 및 이동 거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유지 관리를 위해 엔진 런타임, 필터 조건, 기름 오염, 경보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디스플레이 

또는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이 실습의 경우 둘 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O&G 웰 다운타임 추적 

석유 및 가스 생산 회사에서 웰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임 기간에 

원인, 길이 및 빈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사이에는 전력 소비 및 생산과 같은 주요 

측정값을 집계하려고 합니다. 다운타임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운타임 이벤트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보고서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O&G 웰 드릴링 및 완료 

사용자의 부서는 석유 및 가스 웰의 드릴링과 완료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웰의 

상태를 빠르게 표시하고 드릴링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ROP 및 드릴 스트링 볼륨 등의 특성과 스틱 슬립 등의 이벤트를 비교하여 한 드릴링 사이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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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이 다른 진행률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공장별 전력 소비 

공장에서는 각각 에너지를 소비하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공장의 일별 비교 방법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물 처리: 

근무하는 광물 처리 공장에서 공정 측면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시약 및 물 

소비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 중단 시간과 유료 광석 제공 시점을 모니터링하여 설비 내 

공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력 생성 로드 예측 

에너지 생산 회사에서 태양열과 가스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에너지 용량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예측된 태양열 생산에 따라 필요한 가스 에너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되는 태양열 로드 모델을 통한 날씨 예측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용량과 오늘 오후와 내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액터 OEE:  

공장에서 반응 라인의 전반적인 OEE(설비 종합 효율성)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설비 종합 

효율성(품질, 성능 및 가용성)의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생산 라인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라인이 중단된 시점을 추적하고 관리자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T&D 급전 전압 모니터링 

배전 회사에서 변전소 변압기의 전압 위상 균형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데이터는 전력 소비 및 전압 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한 위반이 있었던 시간의 

변압기 전압 위상 및 보고서를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구역에서 생성된 총 전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T&D 변전소 변압기 모니터링 

배전 회사에서 변전소 변압기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핫스팟 온도 및 

LTC(Load Tap Changer) 위치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질 때 로드 및 상단 

석유 온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온도 제한을 초과한 시간 및 기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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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환기에서 LTC 위치 변경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변경이 발생하는 

빈도를 알려주고 빈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디스플레이 또는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이 실습의 경우 둘 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터빈 효율성: 

설비에서 터빈의 효율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장치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가스 흐름, 발생 및 계산된 열소비율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 관리 

유틸리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영역을 찾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 물 및 전기의 

사용량을 보고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장비 다운타임 또는 기간을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유틸리티의 사용량과 비용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고 높은 사용량을 기록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터빈 효율성: 

설비에서 터빈의 효율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장치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가스 흐름, 발생 및 계산된 열소비율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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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가 자료(참조) 

11.1 Microsoft Excel에서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만들기  

목표 

 이벤트 프레임 데이터로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만들기 

11.1.1 원인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다운타임 이벤트 비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벤트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AF에 생성된 이벤트 프레임에서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벤트 프레임 검색(8장에서 설명)을 완료한 후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1단계: Evaluating Tank Downtime Blank 시트로 이동하여 삽입 리본을 선택하고 피벗 차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Downtime Raw Data 탭에서 원하는 열과 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PivotTable과 PivotChart가 생성됩니다. 

 

 

2단계: 피벗 테이블에 입력할 때 

CompareEvents 함수가 데이터(헤더 

행 포함)를 반환한 Downtime Raw 

Data 시트에서 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valuating Tank Downtime 

Blank 시트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배치하도록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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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나중에 원본 영역을 수정하려면 피벗 테이블의 모든 셀을 선택하거나 분석 리본을 선택하고, 

분석 리본에서 데이터 원본 변경을 선택합니다.  

3단계: 이제 PivotChart 필드 목록은 Excel 워크시트에 표시되고, 아래 표시된 대로 피벗 

테이블을 둘 위치로 워크시트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4단계: PivotTable을 선택하고 PivotTable 필드 목록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필드는 Downtime 

Raw Data 시트의 열 이름에서 가져옵니다.  

5단계: 해당 원인 코드를 기반으로 이벤트 프레임에 대한 다운타임 분석을 수행하려면 원인 

코드 라인을 선택하고 값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원인 코드는 숫자가 아닌 

값이므로 원인 코드의 적용된 집계는 COUNT입니다. 원인 코드 라인을 다시 

선택하고 행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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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Lost Production (gal) 라인을 선택하고 값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러한 숫자 

값의 적용된 집계는 SUM입니다. .|Temperature Difference 라인을 선택하고 값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집계 유형을 평균으로 변경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인 코드에 따라 해당 생산 손실과 온도 차이를 요약하는 2개의 추가 

열로 확장됩니다. 

 

팁1: PivotTable Fields 창이 닫혔을 때 창을 다시 사용하려면 PivotTable의 셀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뉴에서 Show Field List를 선택합니다. 

팁2: 데이터에 적용된 집계를 변경하려면 필드에서 드롭다운 아이콘을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여 다른 집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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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개별 탱크 선택에 따라 분석에 대한 피벗 테이블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열이 탱크를 나타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단계: 피벗 테이블에서 셀을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분석 리본을 선택합니다. 

슬라이서 삽입을 클릭하고 .|Primary Element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9단계: 기본 요소의 슬라이서가 추가됩니다. 분석을 위해 하나 이상의 탱크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합을 확인합니다(슬라이서에서 선택하려면 Shift 키와 Ctrl 키 사용).  

a. 모든 탱크 

b. Mixing Tank1만 

c. 모든 혼합 탱크 

 

 

PivotTable과 PivotChart가 업데이트되어 가동 중단 이벤트의 대부분을 초래하는 원인 코드를 

표시합니다. 위의 스크린샷에서 관찰한 기간 동안 전기 및 알 수 없는 다운타임 이벤트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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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탱크 기반의 다운타임 이벤트 비교 

가장 빈번한 다운타임 원인을 확인했으므로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탱크를 결정해야 합니다.  

1단계: 탱크를 기반으로 한 다운타임 이벤트를 비교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려면 위와 

비슷한 절차를 따릅니다. 위의 1-4단계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복하여 동일한 이벤트 

프레임 데이터로 새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2단계: 해당 탱크를 기반으로 이벤트 프레임에 대한 다운타임 분석을 수행하려면 .|Lost 

Production (gal) 라인을 선택하고 값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원인 코드에 대해 

적용된 집계는 SUM이어야 합니다. .|Primary element 라인을 다시 선택하고 행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3단계: 비주얼을 추가하려면 .|Reason Code를 범례(계열) 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4단계: 피벗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으로 이동한 후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영역 범주를 선택한 다음 누적 영역을 차트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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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생산 손실이 가장 큰 탱크와 생산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 코드를 간략히 보여주는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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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I ProcessBook의 PI Calculation 

목표 

 PE 구문을 사용하여 PI Calculation을 생성합니다. 

 트랜드에서 PI Calculation을 사용합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계산을 PI DataLink 보고서에 삽입하기 전에 아카이브된 원시 데이터에 몇몇 

계산을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PI ProcessBook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PI 포인트 값에 수행된 계산의 다양한 결과에 대한 동적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I ProcessBook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세트인 PI Calculat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 데이터 세트는 한 번만 정의하면 해당 PI ProcessBook(.piw) 내의 다른 디스플레이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책 레벨에서 정의됩니다. 독립적인 디스플레이(.PDI 파일)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만 데이터 세트가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ProcessBook 사용 설명서의 “데이터 세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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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DataLink와 마찬가지로 PI ProcessBook에서도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를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는 사전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포인트에 대해 집계된 PI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PI 요약 데이터 세트라고도 하는 이 함수는 PI DataLink의 계산 데이터 함수와 유사합니다. 

사전 결정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합계  

o 평균 

o 최소 

o 최대 

o 양호백분율(PctGood) 

o 범위 

o 표준 편차(StdDev) 

o 모집단 표준 편차(PstdDev) 

o 계수 

2. 다른 방법은 PI Performance Equation 구문을 사용하여 고유한 함수 또는 식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PI 식 데이터 세트라고도 하는 이 함수는 PI DataLink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때 데이터 아이템 대신 식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세트에서 

반환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값 

ProcessBook에서 위에 언급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PI Calculation을 사용할 때 2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 생성/정의  

2단계: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 사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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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PI Calculation 생성 

PI ProcessBook의 계산 데이터 세트는 PI 요약 데이터 세트 및 PI 식 데이터 세트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Tools(도구)>Data Sets(데이터 세트)로 이동하여 PI Calculation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세트 창이 열리면 New(새로 만들기) > PI Calculation을 클릭합니다. 

PI Calculation 데이터 창이 열리고 다음과 같은 필드가 표시됩니다. 

섹션 필드   

데이터 

PI Server 검색되는 데이터가 있는 Data Archive  

PI Point 또는 식 PI 포인트 이름 또는 PI 식을 입력합니다. 단추를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검색합니다. 식을 입력하는 경우 Performance 

Equations(8장에 설명됨)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정 

이름 데이터 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현재 .piw 또는 .pdi 

파일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설명 선택적 필드 

계산 간격 데이터 계산이 수행되는 시간 범위입니다. 

간격 동기화 시간 타이밍 또는 로드 밸런싱을 위한 다른 계산의 오프셋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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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간격(분) 계산을 새로 고치고 업데이트하는 간격입니다.  

단계화된 플롯 계산 결과가 곡선 트레이스인지, 아니면 계단식 트레이스인지를 

지정합니다. 단계화된 플롯은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시에 보간한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에 대해 정의되는 간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사용하는 계산의 경우:  계산 간격: 10m 

 간격 동기화 시간: 00:00:00 

각 간격에 대한 계산된 값은 해당 간격 시작 시에 플로팅됩니다. 동기화 시간이 00:00:00으로 

선택되었으므로 간격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 시점이고 계산 간격이 10m이므로 10분마다 값이 새로 

플로팅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타임스탬프(그 외 다수)에 새로 플로팅된 값이 발생합니다. 

01:00:00 

0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참고: 식을 정의할 때 PI 태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가 생성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1.2.2 PI Calculation 사용 

동적 요소를 정의하는 경우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를 데이터 아이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 검색 단추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면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거나, 이전 섹션에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새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면 데이터 세트 열이 채워집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2가지 방법(PI 요약 또는 PI 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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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 정의된 PI 식 값을 제공하고, 나머지 열 옵션은 나열된 함수를 PI 포인트 

또는 정의된 PI 식에 적용하고 PI 요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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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지침 수행 활동 – PI Calculation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표 

 PI ProcessBook에서 PI Calc 사용 

문제 설명 

노이즈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자 합니다. 

방법 

1단계: 트랜드를 추가합니다. 

2단계: PI Calc를 데이터 소스로 선택합니다. 

3단계: 새 데이터 세트를 추가합니다. 

4단계: “태그 검색”을 사용하여 CDT158 포인트에 맞게 구성합니다. 포인트 검색을 사용하는 

경우 ‘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5단계: Normalized Flow라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6단계: 저장을 선택합니다. 

7단계: 평균 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8단계: 실제 포인트를 트레이스로 플롯에 추가합니다. 

9단계: 실제 포인트 데이터와 평균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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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실습 - 프로세스 범위 및 재료 균형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목표 

 PI ProcessBook에서 Performance Equation 사용 

문제 설명 

실습 8.6.3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도표에 표시된 것처럼 제품 A와 제품 B라고 하는 두 가지 제품이 

한 탱크 안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품 A의 흐름은 CDT158이라는 PI Point에 

저장되고 제품 B의 흐름은 

BA:TEMP.1이라는 PI Point에 저장됩니다. 

다음 2가지 트랜드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한 트랜드에서는 제품 A의 흐름에 대해 

다음을 플로팅하고자 합니다. 

 1시간 가동 평균  

 1시간 간격의 최대값 및 최소값 

 실시간 프로세스 값(흐름) 

두 번째 트랜드에서는 혼합 탱크에서 제품 A의 백분율을 플로팅하고자 합니다. 이 값을 저장하는 

PI 포인트가 없으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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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단계: 잠시 동안 시간을 내어 이 실습에 필요한 PI Calculation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아래 표를 작성합니다. 

 

트랜드 번호 1: 프로세스 범위 

원하는 계산 제품 A의 흐름에 대한 1시간 

가동 평균 

제품 A 흐름에 대한 1시간 

간격의 최대값 및 최소값 

PI Point 또는 식   

이름 제품 A의 흐름  

계산 간격 1h  

간격 동기화 시간  00:00:00  

새로 고침 간격 1min  

데이터 세트 열   

  

트랜드 번호 2: 재료 균형 

원하는 계산 제품 A의 백분율(제품 A와 제품 B 혼합) 

PI Point 또는 식  

이름 제품 A의 백분율 

계산 간격 1h 

간격 동기화 시간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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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간격 1min 

데이터 세트 열  

 

2단계: 두 번째 부분에서는 MaterialBalances_Template.PDI라는 이름으로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제품 A의 백분율 값도 디스플레이에 추가합니다.  

두 디스플레이의 도표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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