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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스템을 통한 양조 시장의 주요 과제 해결



운영의 모든 역할을 지원하는 솔루션

손쉬운 적용
모듈식 코드, 사전 테스트된 페이스플레이트, 애플리케이션 구성 

등 다양한 설계 툴을 제공합니다. 문서화와 지원서비스로 프로젝트 

위험이 감소하여 양조업체의 요구 사항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
간단한 탐색, 직관적인 그래픽 및 컨텍스트가 포함된 정보를 통해 

시스템을 쉽게 배우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지원과 사전 

구성된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에 집중
데이터 기반 보고서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각 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전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원
중요 자산과 정보에 대한 액세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증 방어

(Defense-in-Depth) 접근법을 구현했습니다. 변화하는 요구와 자재에 

맞춰 신속하게 구성하여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FactoryTalk Brew
FactoryTalk Brew 시스템은 기업 전반에 걸쳐 단일 솔루션을 제공해 
주요 운영상의 과제를 해결합니다.

•  양조 요구 사항에 맞춰 표준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로 양조장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표준 모듈식 

애플리케이션 

•  대규모 지역 및 글로벌 양조장의 프로젝트 실행 시간 단축, 위험 감소 및 ROI 개선을 위해 설계

•  하위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양조 프로세스를 위해 구현된 기능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한 기업 레벨 자동화 및 정보 솔루션

FactoryTalk Craft Brew
FactoryTalk Craft Brew 시스템은 양조업체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보통 5 BBL ~ 100 BBL 용량의 크래프트 양조업체를 위한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

•  양조장과 저장고를 위한 표준 기반 확장형 애플리케이션

•  매시 턴, 라우터 턴, 브루 케틀, 월풀 등의 장비와 매시 라우터, 케틀 월풀, 매시 케틀, 매시 월풀,  

매시 케틀 월풀 등 컴비네이션 유닛의 손쉬운 통합

오늘날의 역동적인 양조 환경에서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데이터에 기반을 둔 비효율성 노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신 양조 접근법의 장점:

 •  양조 프로세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에너지 소비 관리
 •  배치 전반에 걸친 성능 비교
 •  모든 장소에서 중요 양조 프로세스 정보 액세스 가능
 •  신속한 생산 확대 또는 축소
 •  변화하는 생산 요건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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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및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함께 시장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맥주를 

생산해 보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와 수십 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입증된 아키텍처를 구현함으로써 위험과 

변동성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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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프라 
및 보안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지원

양조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ok.auto/bre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rok.auto/br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