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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적으로 원격 HMI 와 연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원격 

HMI 와 연결하려면 보안문제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네트워크 

매개 변수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어려워합니다. 

올바르게 설정을 하더라도 원격 네트워크 내에서 보통 한 대의 HMI 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EasyAccess 

2.0 은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asyAccess 2.0 은 원격 HMI 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EasyAccess 2.0 을 사용하여 원격 HMI 또는 원격 PLC 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또한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및 보안 문제는 EasyAccess 2.0 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로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다 쉽고 간단하게 HMI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HMI 와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EasyAccess 2.0 은 원격 지원 서비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계 제조 

업체에서 기계에 Weintek HMI 를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 해외에서 고객이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계 제조 업체는 EasyAccess 2.0 을 

사용하여 해당 HMI 와 연결한 후 문제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계 제조업체에서는 HMI 내의 

프로그램 파일을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직결 연결을 사용하여 PLC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2. 특징 

 보안 접속 

 간단한 PC 설정 (라우터 설정 필요 없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친화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직결 통신 및 프록시 서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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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요구사항 및 설치 방법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체제：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32 / 64bit) 

(관리자 권한 필요) 

 EasyAccess 2.0 이 지원되는 Weintek HMI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EasyBuilder Pro V5.01.02 이 후 버전 

설치 방법 

 

1. EasyAccess 2.0 페이지에서 setup.exe 파일을 다운로드/실행하여  

사용 언어를 선택한 후 [Next]를 클릭합니다. PC 에 기존에 설치한 

EasyAccess 2.0 이 있다면 삭제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2. EasyAccess 2.0 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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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한 후, [Next]를 선택하십시오. 

 

4.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을 생성하려면 해당 메시지를 

체크한 후 [Next]를 선택하십시오. 

 

5.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정 여부를 결정하여 [Back] 또는 

[Install]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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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가 진행중입니다. 

 

7.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클릭합니다. 

 

설치 폴더 내의 주요 구성 요소  

파일 명칭 설명 

cMT Viewer cMT-SVR과 연결하는 PC응용 프로그램 

EasyAccess 2.0 리모트 HMI 와 연결하는 주요 프로그램 

gui_30 HMI Viewer 를 사용하여 리모트 HMI 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필수 요소  

PC Activator HMI 활성화를 위한 EasyAccess 2.0 의 

응용 프로그램 

EA_V2xxxx_ReleaseNotes 

(PDF) 

EasyAccess 2.0 소프트웨어 버전 및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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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yAccess 2.0 사용하기 

EasyAccess 2.0 이란 

 

EasyAccess 2.0 의 접속 방식은 기존의 원격 접속 방식과 다릅니다. 

 

기존 원격 접속 

(아래 그림의 파란 부분) 

 EasyAccess 2.0 

(아래 그림의 녹색 부분) 

 연결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함 

  PC 및 HMI 모두 전용 VPN 

서버에 연결 가능 

 IT 부분으로 인해 

네트워크/라우터 설정이 

필수 

  별도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없음 

 한 개의 WAN IP 주소에 

하나의 장치만 연결 가능 

  한 개의 WAN IP 주소에 여러 

장치 연결 가능 

 둘 이상의 라우터가 연결된 

장비는 연결이 거의 

불가능함 

  여러 라우터가 연결된 장비와 

원활한 연결이 가능함 

 

 

EasyAcces 2.0 네트워크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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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HMI Group、User 란 

 

도메인 (Domain)이란 HMI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블록으로 HMI, HMI 

그룹,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HMI 가 활성화되어야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Activation)  

EasyAccess 2.0 을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 HMI 는 

기본적으로 EasyAccess 2.0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EasyAccess 

2.0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도메인 (Domain), 도메인 관리 (Domain Admin) 

HMI 관리의 기본 블록입니다. 하나의 도메인 계정에는 여러 사용자, HMI 

그룹, HMI 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각 HMI 는 하나의 도메인에만 속하며 

도메인 계정 관리는 도메인 관리자만 가능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정보의 고유 계정은 홈페이지(https://account.ihmi.net)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으로는 EasyAccess 프로그램에서의 로그인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MI 그룹 (HMI Group) 

도메인에서의 HMI 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속해있는 

사용자는 그룹 내의 모든 HMI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HMI 그룹은 도메인 

사용자가 HMI 에 대한 도메인 사용자의 접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HMI 는 여러 개의 HMI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User)  

사용자는 EasyAccess 2.0 프로그램에 로그인 하는데 사용되는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해당 계정에 할당되어 있는 

HMI 와 연결할 수 있으며, 할당되어 있는 사용자 그룹 내의 모든 HMI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도메인 관리(Domain Admin)에서 

관리합니다. 

 

 

EasyAccess 2.0 HMI 관리의 주요 원칙: 

각 HMI 는 하나의 도메인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https://account.ih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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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은 도메인 관련 예제입니다. 

 

 이 예제의 도메인 명칭은 “Mydomain”이며, User : Peter 와 Nina 두 

개의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의 HMI 는 HMI 그룹 Group I, Group II, Group III… 등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각 HMI 는 한 개 이상의 그룹에 포함됩니다. (예: 

HMI A) 

 각 사용자는 여러 그룹에 할당할 수 있으나 해당 그룹에 속해있는 

HMI 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User Peter 와 Group I) 

 각 사용자는 사용자의 HMI 를 직접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 user 

Nina 와 HMI J)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HMI 에 연결할 수 있으며, HMI 를 Group (예: HMI 

A) 또는 User (예: HMI H) 에 직접 할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 내용은 도메인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위와 같이 여러 대의 HMI 를 보다 쉽게 자유롭게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구성 예제 “My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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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사항 

 
EasyAccess 2.0 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세부 기능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eck Relevant Section 

 HMI 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5 HMI 활성화) 

 HMI 가 도메인에 등록되어 해당 

도메인 그룹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6도메인에 HMI 등록하기) 

(7도메인 관리) 

 HMI 프로젝트 파일에서 온라인 

사용을 설정해야 합니다. 

(8 EasyBuilderPro 프로젝트 설정) 

(9 HMI 로 EasyAccess2.0 연결하기) 

 사용자는 HMI 그룹에 속해있는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7도메인 관리) 

 EasyAccess 2.0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EasyAccess2.0 으로 PC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기) 

 

위의 설정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원격 HMI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 EasyAccess2.0 으로 HMI 와 연결하기) 

  



 

EasyAccess 2.0 사용자 설명서 
 

 

9 
 

5. HMI 활성화 (활성화 카드) 

EasyAccess 2.0 을 사용하려면 HMI 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HMI 상의 

시스템 설정 창에서 HMI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MI 가 비활성화 되어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페이지에서 활성화 카드 사용하여 활성화 

 PC Activator 에서 활성화 카드 사용하여 활성화 

 

위의 방법으로 활성화 하려면 HMI의 Hardware Key (HWKey)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설정 창의 EasyAccess 2 탭에서 HWKey 를 확인하십시오.  

 

 

HMI 활성화 상태 및 HW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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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페이지에서 활성화하기 

 

활성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메인 페이지에서 카드 상의 활성화 

코드 번호를 입력하여 HMI 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카드 

 

1. http://account.ihmi.net 에서 도메인 로그인 

2. [Devices] >> [Add HMI]를 선택하여 Hardware Key (HWKey) 및 

활성화 코드 번호 입력 

 

Note: 활성화 카드를 사용하여 HMI 를 도메인에 추가합니다. 

 
활성화 코드 번호 (Activation code)로 HMI 활성화 

http://account.ihmi.net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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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Activator 에서 활성화하기 

 

PC Activator 프로그램에서도 HMI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1. PC Activator 실행 

2. Domain Admin 의 로그인 정보 및 활성화 코드 번호 입력 

3. HMI List 에서 활성화 하려는 HMI 를 선택하면 해당 HMI 의 HW 

Key 가 표시됨 

4. HMI 의 현재 활성화 상태를 확인하고 “Activate” 버튼 클릭. 

(“Already activated”는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 

5. “Activate”가 표시되면, 버튼을 눌러 활성화 완료  

 

Note: PC Activator 와 HMI 기종 및 OS 버전을 확인하여 지원이 

되는 버전인지 먼저 확인하여 주십시오.  

 

PC Acti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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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메인에 HMI 등록하기 

HMI 는 EasyAccess 2.0 을 사용하는 도메인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활성화된 HMI 가 도메인에 속해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시 Session ID 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도메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HMI 는 하나의 도메인에만 등록됩니다. 한 도메인에 등록되면 다른 

도메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메인 관리자가 동일한 Session ID 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HMI 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Session ID / 패스워드는 어떻게 찾나요? 

 

EasyAccess 2.0 에서 각 HMI 는 모두 Session ID 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HMI 가 온라인이 되어있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EasyBuilder 프로젝트 파일 생성 후 다운로드 합니다. 시스템 

태그 LW-10821~LW10827 을 사용하여 Session ID, 패스워드, HMI 

온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시 76,77 번 화면에 관련 오브젝트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2. HMI 상의 LW-10820 을 ON 으로 설정합니다.  

3. 연결이 완료되면 HMI 상에 Session ID 와 패스워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 EasyBuilder Pro 프로젝트 설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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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D/Password 가 표시되는 데모 프로젝트 

 

도메인에 Session ID/Password 를 사용하여 추가하기  

(삭제 후 다시 등록할 경우) 

도메인 페이지에서 Devices 탭을 선택합니다. Add HMI 를 클릭하고 

Session ID 와 Password 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ession ID/Password 를 사용하여 도메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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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메인 관리 

도메인 계정으로 https://account.ihmi.net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여러 

도메인 사용자 및 HMI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생성 

 

사용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새로운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생성 

사용자 관리 

 

User list 는 Domain 내의 모든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에 HMI 가 할당되어 있는지, 해당 사용자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사용자 새로 추가, 사용자 정보 

편집, 사용자 삭제, 사용자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관리 작업을 

실행합니다. Domain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수가 많을 경우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account.ihm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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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리스트 

 

아이콘 기능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새 사용자 ID 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메일 주소로 발송되며 해당 메일 내의 링크를 

클릭해야 완료됩니다.  

 

사용자 추가 

 

관리자는 선택한 사용자가 연결할 수 있는 HMI 및 

HMI 그룹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HMI/HMI Group » HMI 

선택한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는 HMI 를 편집합니다. 

HMI/HMI Group » Group 

선택한 사용자를 HMI 그룹에 추가/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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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기능 

 

HMI 그룹에 사용자 추가하기 

Account Setting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 및 이메일 주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용자를 도메인에서 삭제합니다. 

 
선택한 사용자와 동일한 HMI/HMI 그룹이 설정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이름으로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HMI 에도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 명칭 옆에 기호가 표시됩니다. 

 

디바이스 관리 

 

HMI List 는 도메인 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HMI 가 표시되며, HMI 그룹 

List 에는 현재 도메인에 존재하는 HMI 그룹이 표시됩니다. 첫 번째 열은 

HMI 이름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며, 나머지 열은 Private IP (개인 IP), Public 

IP (공용 IP), Activation Date (활성화 날짜), Custom Field (사용자 지정란) 

등의 설정된 정보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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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List 

HMI 설정 기능 

 

HMI 를 현재의 도메인에 추가합니다. 

Action type » Using activation card 

HMI 를 활성화 하고 현재 도메인에 추가합니다. 

(Hardware Key 및 활성화 코드 필요) 

Action type » activate by session id/password 

Session ID / Password 를 사용하여 HMI 를 현재 

도메인에 추가합니다. 

(Session ID 및 Password 필요) 

 

선택된 HMI 정보를 편집합니다. 

User/HMI Group tab » User 

선택한 HMI 와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를 편집합니다. 

User/HMI Group tab » HMI Group 

HMI 그룹에서 선택한 HMI 를 추가/삭제합니다. 

Activation Information 

Hardware Key 및 HMI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HMI 를 도메인에서 삭제합니다.  

삭제 후 도메인에 다시 추가하려면 Session ID 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름을 사용하여 HMI 를 검색합니다.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할당됨/할당되지 않음 또는 모든 HMI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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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그룹 설정 기능 

 새로운 HMI 그룹을 생성합니다. 

 

선택한 HMI 그룹을 편집합니다. 

HMI/User tab » HMI 

선택한 그룹에서 HMI 를 새로 추가 또는 삭제 합니다. 

HMI/User tab » User 

선택한 그룹의 사용자를 편집합니다. 

General Setting 

선택한 그룹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HMI 그룹을 삭제합니다. 

 

Note: HMI 를 현재의 도메인에서 삭제하게 될 경우, 다른 도메인에서 해당 

HMI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MI 를 기존의 도메인에 다시 추가하려면 Session 

ID/Password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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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asyBuilder Pro 프로젝트 설정 

 

EasyBuilder Pro 시스템 태그 

 

EasyBuilder Pro 에서는 다음과 같은 EasyAccess 2.0 관련 시스템 태그 

주소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태그 기능 

LW-10820  

(16bit) 

불가능(set 0) / 가능(set 1) (EasyAccess 2.0) 

0: 취소 

1: 연결 

LW-10828  

(16bit) 

실행 상태 (EasyAccess 2.0) 용어 

0: 비활성화 

1: 오프라인 

2: 온라인 

3: 사용중 

4: 업데이트 중 

LW-10829  

(16bit) 

마지막 오류 (EasyAccess2.0) 

HMI 가 온라인일 때, 다음과 같은 오류 코드로 오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0: 성공 (연결성공) 

1: 활성화 되지 않음  

(HMI 의 EasyAccess 2.0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음) 

2: 로그인 제한 시간 초과  

(외부 연결이 끊어졌거나 서버가 중단됨) 

3: 인증 만료 

(라이센스 키 기한 만료.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자주 ON/OFF 시 발생) 

5: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6: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HMI 가 존재하지 않음 

LW-10821 

(5words, ASCII) 
Session ID (도메인에 HMI 등록 시 사용) 

LW-10826 

(2words, ASCII) 
패스워드 (도메인에 HMI 등록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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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asyBuilder Pro 에서 새로 만들기를 실행하면 위의 시스템 태그 설정 

오브젝트가 포함된 데모 페이지가 76,77 번 화면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의 EasyAccess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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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MI 로 EasyAccess 2.0 연결하기 

HMI 활성화 후, 아래의 설명에 따라 EasyAccess 2.0 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EasyBuilder Pro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상의 

LW-10820 에 값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LW-10820 에 “1”을 입력하면, EasyAccess 2.0 상의 HMI 의 

상태는 “온라인”으로 표시됩니다. HMI 가 이미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Session ID / Password 가 표시됩니다. 

10. EasyAccess 2.0 으로 PC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기 

EasyAccess 2.0 은 PC 에서 독립으로 설치/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EasyBuilder 소프트웨어 패키지로부터 독립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EasyAccess 2.0 다운로드 링크： http://easyview.kr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시스템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설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경우, EasyAccess 2.0 는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로그인 

로그인 시에는 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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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ccess 2.0 로그인 하기 

메인 화면 

로그인 성공 시, 메인 화면에 사용자에 할당된 HMI 와 각 HMI 의 연결 

상태가 표시됩니다. 온라인 상태의 HMI 에는 연결 버튼과 설정 버튼이 

표시됩니다.  

EasyAccess 프로그램에서는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HMI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른 사용자가 이미 연결 중일 경우 “occupied”가 

표시되어 사용중인 사용자가 연결을 끊을 때까지, 해당 HMI 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EasyAccess 2.0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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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아이콘 설명 

아이콘 기능 

 
로그인 한 사용자 이름 

 
HMI 필터 검색 

 
타일 보기 (나란히 보기) / 목록 보기 

 
설정 

 
로그아웃 

 
연결 및 활동 정보 보기 

 

설정 

탭 설명 

일반 » 네트워크 

트래픽 
HMI 에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표시/표시해제 합니다. 

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언어 

언어를 선택합니다. 

지원 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간자체), 중국어(번자체), 한국어, 독일어 

경로 » 실행파일 

VNC Viewer, HMI Viewer, cMT Viewer 의 실행 파일(*.exe) 

경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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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C 실행 파일 경로 

VNC Viewer .exe 파일 경로. VNC Viewer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HMI Viewer 경로 

GUI (gui_e30.exe) 파일 경로. 

cMT Viewer 경로 

cMT Viewer 실행 프로그램 경로. cMT-SVR 과 같이 사용. 

 

Note: GUI 는 HMI Viewer 실행에 필요한 파일이오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asyAccess 2.0 최신버전은 설치 

경로에 해당 버전에 맞는 GUI 및 cMT Viewer 파일이 포함됩니다. HMI 가 

업데이트 될 때, GUI 의 업데이트 또한 필요합니다. 이 때, 최신 버전의 

EasyBuilder Pro 를 참조하십시오. 

 

HMI 상태 및 연결 설정 

 

HMI 상태：오프라인, 온라인, 현재 연결중, 이미 사용중 

 

 

오프라인 

 

온라인 

 

현재 연결 중 

 

이미 사용중 

 

각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콘 설명 

 
HMI 이름 

 IP주소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IP주소가 복사됩니다.  

 직결 연결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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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연결 

 
HMI 연결 끊기 

 
VNC Viewer 로 HMI 연결(VNC Viewer 설치 필요) 

 
HMI Viewer 로 HMI 연결 

 

VNC Vierwer 또는 HMI Viewer 에 대한 연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VNC Viewer 을 사용하려면 설정 페이지에서 실행 파일 

경로를 설정합니다. 

HMI viewer 를 사용하려면 설정 페이지에서 실행 파일 

경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업로드 및 이력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HMI Viewer 설정 

 

활동 정보 

LOG 아이콘을 선택하면 [연결기록] 창이 열려 [VPN], [인증], [UAC 

서버] 등의 탭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탭에는 HMI Viewer 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 자세한 정보 모니터링 이 외에 

활동기록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Note: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는 HMI Viewer 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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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보 기록 

 

트래픽 표시 

당월에 사용한 트래픽 총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HMI 트래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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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asyAccess 2.0 으로 HMI 와 연결하기 

 

 
1. EasyAccess 2.0.exe 실행 

 2. 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클릭 

 

3. 로그인 성공 시, 사용자의 HMI 및 각 HMI의 상태가 표시되는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4. 이 아이콘을 눌러 온라인 상태의 HMI 와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IP 주소가 표시되면 VNC, HMI 

Viewer 또는 FTP 등의 방식으로 HMI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5. 연결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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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MI 네트워크로 리모트 PLC 와 직결연결 하기 

EasyAccess 2.0 은 Weintek HMI 와 바로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결 연결 서비스도 제공되어 원격 HMI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PLC 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EasyAccess 네트워크 상에 

PLC 장비가 있다면, 해당 PLC 를 HMI 와 같은 네트워크 망(LAN)에 

연결합니다. EasyAccess 2.0 과 HMI 가 연결된 PC 를 구성하면, 해당 

HMI 가 중계 역할이 되어 PLC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결 연결은 어떻게 설정하여 PLC 에 연결하는 건가요? 

1. 온라인 상태에서 HMI 목록의 “Pass-through” 아이콘을 클릭하면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2. 연결하고자 하는 PLC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VPN Server 

WAN IP: 

9.10.11.12 

Internet 

PC 

LAN IP: 192.168.1.5 

Firewall 

WAN IP: 1.2.3.4 
HMI 

LAN IP: 192.168.0.5 

Firewall 

WAN IP: 5.6.7.8 

VPN IP: 10.8.0.16 
VPN IP: 10.8.0.4 

PLC 

LAN IP: 192.168.0.10 

LAN 

Internet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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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PLC 의 IP 주소가 표시되면 PLC 프로그램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리모트 PLC 또는 로컬 PC 가 동일한 범위 내의 IP 주소를 사용할 경우, 

PLC IP 주소에 대한 연결 장비는 로컬 장비가 아닌 리모트 장비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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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록시 서버 

프록시(Proxy) 서버는 사용자와 서버 간의 매개 역할과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반 구조 상, 서버는 안정성, 관리 제어 및 네트워크 효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프록시 서버와 EasyAccess 2.0 을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EasyAccess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HMI 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HMI 의 프록시 서버 설정은 PC 에서의 EasyAccess 와 비슷합니다. 

PC 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록시 서버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HMI 에서는 System settings 의 EasyAccess2 탭을 선택합니다. Type 선택 

후, Host 에 주소 및 포트를 입력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프록시 서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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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서버 관련 시스템 태그 

 

EasyBuilder Pro 는 다음과 같은 EasyAccess 2.0 설정 관련 시스템 태그 

주소를 제공합니다. 

 

LW-11170 (16bit) 프록시 사용 안함 / 사용 (0:사용 안함, 1:사용) (EasyAccess 2.0)  

LW-11171 (16bit) 프록시 유형 (0: HTTP, 1: SOCKSv4, 2:SOCKSv5) (EasyAccess 2.0) 

LW-11172 (16bit) 프록시 서버 IP0 (EasyAccess 2.0) 

LW-11173 (16bit) 프록시 서버 IP1 (EasyAccess 2.0) 

LW-11174 (16bit) 프록시 서버 IP2 (EasyAccess 2.0) 

LW-11175 (16bit) 프록시 서버 IP3 (EasyAccess 2.0) 

LW-11176 (16bit) 프록시 서버 포트 (EasyAccess 2.0) 

LW-11177 (16bit) 프록시 인증 (0:사용 안함, 1:사용) (EasyAccess 2.0) 

LW-11178 (16 words) 프록시 사용자 이름 (EasyAccess 2.0) 

LW-11194 (16 words) 프록시 암호 (EasyAccess 2.0) 

 

14. FAQ 

Q: HMI가 고장 나서 AS를 하였습니다. 대체한 HMI로 기존의 EasyAccess 

2.0 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본사 기술 지원 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PC Activator 의 HW Key 란에 “Not Supported”가 표시되어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A: HMI 기종 및 OS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15.기타참조》를 참고하여 PC 

Activator 지원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Q: EasyAccess 2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A: HMI 기종 및 OS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15.기타참조》를 참고하여 

EasyAccess 2.0 지원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Q: EasyAccess 2 탭에 빨간 글씨로 “connect to the server fails?”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A: HMI 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어 표시되는 문구입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와 IP 주소, 게이트웨이, DNS 주소 등의 설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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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의 OS 버전이 20140814 이전 버전이라면, 위의 빨간 글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HMI 의 보안 인증서가 만료되어 EasyAccess 2.0 서버를 

작동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EasyAccess 2.0 을 다시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업데이트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1. EasyBuilder Pro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에서 EasyAccess 2.0 데모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시 “EasyAccess 2.0” 항목을 

체크합니다. 

2. HMI에서 [Connect] 버튼을 눌러(또는 LW-10820을 1로 설정) HMI의 

보안 인증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3. 시스템 정보 탭에서 활성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Q: VPN IP 가 서로 다른 Session 간에 자동변경 됩니다. 이게 정상인건 

가요? 

A: 네, 정상입니다. VPN IP 는 EasyAccess2.0 연결 시마다 자동변경 

됩니다. 특히, PC 상에서 10.8 로 시작하는 IP 주소로 변경됩니다. 이는 

P2P (point-to-point) 모드로 연결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P2P 모드가 VPN 보다 더 높은 데이터 속도가 지원됩니다.  

 

Q: : LW-10820 을 사용하여 EasyAccess 2.0 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A: EasyAccess 의 사용자 프로그램이 HMI 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할 때 같이 다운로드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다면, EasyBuilder Pro 버전과 

easy_access_client.e30 파일이 펌웨어 폴더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OS 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였는데, 활성화 된 HMI 를 찾을 수 

없습니다. HMI 를 다시 활성화 시켜야 하나요? 

A: EasyAccess2 탭에 [Refresh] 항목이 있습니다. HMI 를 활성화 한 적이 

있다면, EasyAccess 가 활성화 상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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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indow8 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SmartScreen 

경고창이 팝업됩니다. PC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A: 본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받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ore info”

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려면 “Run anyway”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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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참조 

시스템 제한  

제한 설명 

데이터 속도 및 네트워크 트래픽 

최초 1GB 의 전송 속도 “100kB/s”，1GB 를 

넘길 경우:  5kB/s 네트워크 트래픽은 당월 

1 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하나의 HMI 가 등록 가능한  

도메인 수  

1 개 

하나의 HMI 에 동시 접속  

가능한 사용자 수 

1 개 (부록 참조) 

하나의 사용자가 동시에 연결 

가능한 HMI 수 

제한 없음 

포트 프로토콜 HTTPS port (443) 

이더넷 – 이더넷 

직결연결 (Pass-through) 

1 개의 IP 

 

 

지원 모델 및 OS 버전 

 

EasyAccess 2.0 이 지원되는 HMI OS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Model OS version or later 

eMT3070A 20140624 

eMT3070B All versions 

eMT3105,eMT3120, eMT3150 20140701 

MT8070iE, MT8100iE 20140626 

MT8050iE, MT8071iE, MT8101iE 20140624 

MT8090XE, MT8091XE All Versions 

MT8121XE, MT8150XE 20140624 

mTV-100 20140815 

cMT-SVR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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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Activator 가 지원되는 HMI OS 버전 (2015 년 5 월 기준) 

Model OS version or later 

eMT3070A TBA 

eMT3070B TBA 

eMT3105,eMT3120, eMT3150 TBA 

MT8070iE, MT8100iE 20150508 

MT8050iE, MT8071iE, MT8101iE TBA 

MT8090XE, MT8091XE TBA 

MT8121XE, MT8150XE TBA 

mTV-100 20150508 

cMT-SVR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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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록 

용어 

 

(연결 상태) 온라인 (Online) 

HMI 가 온라인일 경우, 연결된 서버에 연결 유지 정보가 전송되어 

EasyAccess 2.0 의 모든 클라이언트는 HMI 의 연결 준비가 되어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HMI를 연결할 때까지 HMI는 

계속 비 연결 상태가 유지됩니다. 

 

(연결 상태) 이미 사용중 (Occupied) 

Easy Access 2.0 클라이언트가 HMI 에 연결하면 연결이 해제될 때까지 

다른 클라이언트는 해당 HMI 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EasyAccess 2.0 데모 프로젝트 

 

EasyBuilder Pro 에서 새로 만들기를 실행하면 EasyAccess 2.0 설정 

화면이 76, 77 번 화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새로 만들기 실행 후，76 번 화면을 열어 기본으로 생성되는 

EasyAccess2.0 설정 기본 템플릿을 확인합니다. 

 

2. 10 번 화면에 76 번 화면 팝업 기능의 [Function Key]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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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를 HMI 에 다운로드 합니다. 

4. HMI 에서 생성한 [Function Key]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5. [Start]버튼을 눌러 HMI 를 온라인 상태로 변경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 State 상태가 Online 으로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