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 확대

장비제조업체를 위한  

산업 보안 솔루션



기회가 있는 곳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전사적 연결성은 장비 제조 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어 시스템을 연결하고 사용 및 실제 적용 가능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고객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전례 없는  
운영 개선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상호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이버 범죄와 
경쟁업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합니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전체 장비의 불법 복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자산, 작업자 또는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산 환경 기반은 최종 사용자에게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며,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생산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1조 달러: 
세계 경제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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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자신과 고객의 보호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중단없는 운영환경을 유지하고 기업 내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제어를 제공하여 장비 제조 업체 및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려면 제어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 관련 위험을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산업 보안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보안 시나리오

글로벌 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고객 기반 확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기업들은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때, 기술이 유출되거나 해킹 당할 경우 주요 경쟁력 손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인  

정의된 AOI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루션

‘Better’ 솔루션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증 기반 소스 보호 기능 

사용

GOOD BETTER BEST

방화벽과 ACL(Access 
Control List) 정책을 통해 

미인증 자산과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장비 

자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

‘Good’ 솔루션 + 
FactoryTalk® Security 
구축

FACTORYTALK SECURIT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018년 제조 침해  
사례 중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지적재산권 도용  
관련 사례

출처: 2018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by Veriz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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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액세스 및 변경
장비 모니터링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보안에 대한 심층 방어(Defense-in-depth) 접근법과 엔드 유저 시스템과의  

인적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정책을 이용합니다.

내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자신과 고객을 보호하려면 장비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마련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요 데이터를 수집, 평가 및 보고하고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된 엑세스라도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위험한 장비 동작이나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은 이제 안전 표준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보안 시나리오

보증 비용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증 기간 중에 고객 접속을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접속 기록과 변경 기록을 기준으로 보증 청구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보증 청구가 합당한지 또는 고객이 장비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려면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구성 변경, 트래픽 과부하 및 무단 액세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Better’ 솔루션 + Logix 
Controller Logging 기능

GOOD BETTER BEST
고 무결성 애드온 명령어로 

일관성 및 버전 제어 유지
Good’ 솔루션 + Logix 
Change Detection Audit 
Value 기능

변화 감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비용

출처: 미국 지적 재산 침해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연간 비용이  

최대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6천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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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액세스
비용 감소 및 신속한 문제 해결

최고의 고객들은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를 위해 원격 액세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보안 절차와 아키텍처 시스템을 마련하면 공개 표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을 원격 감독하고 실시간 진단을 수행하며 제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시나리오

지금까지 원격 지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설망으로도, 심지어는 개인의 무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접속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하고 또 다른 잠재적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엔드 유저에게 있어 모든 연결은 설비와 장비로의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고객이 설비 엑세스에 대한 중앙관리방안과 더 나은 엑세스 제어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여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Virtual Support Engineer 
Enhanced 버전, 고객 IDMZ 
(산업 DMZ망) 및 터미널 

서비스 이용

GOOD BETTER BEST

Virtual Support Engineer 
Standard 버전, 안전한 

원격 액세스 및 태그 기반 

장치의 알람을 지원하는 

다기능 하드웨어 플랫폼 

포함

Virtual Support Engineer 
Enhanced 버전, 모든 이더넷 

기반 장치의 알람을 지원하고 

고객 방화벽에 여러 보안 

수준과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원격 액세스 솔루션 포함

위조 제품의  
글로벌 매출액

출처: Global Brand Counterfeiting Report 

2018에 따르면 2017년 위조 제품의  

글로벌 매출액은 총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1조  
2천억 

달러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원격 액세스 구축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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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

1
액세스 제어 목록(ACL) 
기능이나 포트 차단 기능을 

사용해 다양한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십시오.

2
방화벽, 침입 탐지 / 방어 시스템

(IDS, IPS)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한하고 관리하여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하십시오.

3
암호 관리 및 보호, 이동식 

매체 관리, 개인 장비 사용 등 
‘인적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4
컨트롤러 키 스위치를  

Run 모드에 놓아 물리적 제어 

레벨을 구현한 다음 키를 

제거하십시오.

5
잠금식 캐비닛이나 도어 같은 

물리적 제어를 통해 자동화 

장비 액세스를 제한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함께 더욱 안전한 장비를 제조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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