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rtual Support Engineer™ (VSE) 

장비제조업체를 위한 원격 접근 및 모니터링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장비제조업체의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비제조업체는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Virtual Support Engineer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동 중단 이벤트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압력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 현장에 설치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안전한 원격 접근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장비제조업체들은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시스템 가동 시간을 개선하고 성능을 최적화하여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자산과 장비 정보에 
안전한 접근  

전송된 데이터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정보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알람 제공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실시간 알람을 통해 장비의 
상태 및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가동 중단 예방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중요한 
장비 정보를 보호하면서 정보에 입각한 
유지보수 결정을 내리고 잠재적인 
가동 중단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맞는 모니터링

비즈니스에 맞게 특화된 보안성과 가격의 
균형 

Virtual Support Engineer for OEMs 

Standard: 태그를 기반으로 한 장비에서 
안전한 원격 접근과 알람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하드웨어 플랫폼 포함 

Virtual Support Engineer for OEMs 

Enhanced: 다양한 보안 레벨을 제공하면서 
Ethernet 기반 장비에서 알람을 지원하는 
원격 액세스 솔루션 포함



 Standard 옵션  Enhanced 옵션 

원격 접근 및 수정

추가적인 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불필요 ✔ ✔

셀룰러 옵션 제공 ✔ ✔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PC에서 RSLogix™ 및 RSLinx® 사용 ✔ ✔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연결 손실 시 Virtual Support Engineer의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 ✔

필수 업데이트 및 패치 알림 ✔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365일/24시간 지원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현지 언어 지원 및 전자 지원 툴 이용 포함 

✔ ✔

보안성

표준 방화벽을 이용해 공공 접근으로부터 장비 보호 ✔ ✔

포트 443 및 포트 80을 통해서만 나가는 통신 허용1 ✔ ✔

침입 방지를 위해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한 데이터 암호화 ✔ ✔

사용자 및 사용자 역할 지정 ✔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특정 MAC 주소의 Virtual Support Engineer 접근 방지 ✔ 

장비 및 정보별로 액세스 레벨 설정  ✔

완전한 엔드 유저 원격 액세스 제어  ✔

모든 원격 세션의 로그 작성  ✔

모든 원격 데스크톱 세션 기록  ✔

외부로 전송될 수 있는 정보 지정  ✔

방화벽을 통해서만 나가는 통신 허용(포트 443만 해당)   ✔

엔드 유저의 액세스 권한 지정  ✔

“지문” 인증  ✔

알람  

간편한 알람 설정을 위한 GUI 인터페이스  ✔ ✔

모든 알람 활동을 저장하는 시스템 로그 ✔ ✔

다중 알람이 SMS 및/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도록 설정 ✔ ✔

모든 컨트롤러 태그에서 알람 제공2 ✔ ✔

모든 OPC 장비에서 신속한 알람 매핑  ✔

네트워크에 있는 거의 모든 장비에서 알람 제공  ✔

다중 알람 카테고리 설정  ✔

비즈니스마다 매일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Standard와 Enhanced라는 두 가지 Virtual Support Engineer 버전을 제공합니다. 두 버전 모두 높은 수준의 보안성, 
알람, 원격 액세스/수정 기능과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을 제공하고, 각자의 필요와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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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dard 옵션은 포트 443 및 포트 80을 통해서만 나가는 통신이 가능하고, Enhanced 옵션은 포트 443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Enhanced 옵션은 컨트롤러 태그와 비 컨트롤러 장비 모두에서 알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