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ntPAx™ Virtual Image Templates 
가상화의 활용 및 단순화

가상 환경에 대한 프로세스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한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lantPAx Virtual Image Template은 핵심 시스템 요소를 사전 구성된 드롭인 
템플릿으로 USB 하드 드라이브를 통해 전달합니다. 개방적인 가상 포맷 파일로 
제공되며 VMWare vSphere를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공되는 템플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EWS): PlantPAx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의 제어와 
가상화 컴포넌트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포함.

• 사용자 워크스테이션(OWS): 프로세스 제어 및 가시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포함.
•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서버(PASS): 모든 PlantPAx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의 중앙 관리를 위해 여러 컴퓨터에 대한 중앙 이름 확인 및 탐색 서비스는 
물론 데이터, HMI 및 알람 서버 기능도 제공

사전 설치 및 사전 구성된 Virtual Image Template은 검증 비용과 초기 엔지니어링 
시간을 절감하며, 업그레이드와 패치 관리를 단순화하고 확장성을 개선합니다.

특징 및 장점 

• 엔지니어링 기간과 검증 비용 절감

단 몇 시간 안에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의 
가상 이미지를 구현하며, 불과 몇 분만에 
컴포넌트 복제가 가능하여 초기 설치 
기간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 간편한 수명 주기 관리 
가상 환경은 IT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패치 
관리를 단순화하고 패치 진행 시의 오류를 
감소시킵니다. 

• 확장성 개선

새로운 시스템 컴포넌트가 필요할 경우엔 
단순히 템플릿을 복사하고, 새로운 
라이센스만 주문하면 됩니다. 

Virtual Image Template으로 검증 
및 엔지니어링 경비를 절감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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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의 가치

PlantPAx Virtual Image Template은 다음과 같은 가상 환경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의 수명 주기 연장으로 IT 관리 및 지원 비용 절감  
가상 환경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운영 체제를 단일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운영하거나 구형 하드웨어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분리된 제어 시스템으로 총 소유비용(TCO)과 가용성 향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면 제어 시스템의 수명 주기가 
연장되며, 하드웨어, 운영 체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프로세스 제어 전략의 표준화로 간편한 성공 사례 배포 
완성된 프로세스 제어 전략은 공장 전체에서 또는 세계 각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쉽게 복제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역할에 기반한 가상 머신으로 보안성과 유연성 증진 
운전자와 엔지니어들은 씬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혹은 태블릿 
등, 수량 제한 없이 여러 곳에서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로그인에 따라 EWS를 OWS로 
전환시켜줍니다.

가상 머신의 동적 이동은 계획 혹은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 
시스템이 운영 중일때도 가상 머신은 서버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계획된 정전 중에도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량을 옮길 수 있으며, 머신은 개별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미가동 서버 제거로 운영 효율성 향상  
전통적으로 IT는 업무에 따라 서버를 구분하는데 이는 많은 서버가 
제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로부터 
분리된 가상 환경은 가동하지 않는 서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PlantPAx Virtual Image Template 카탈로그 구성

9528-PAXVTENE
3개의 Virtual Image Template으로 구성되며 각 템플릿에는 Windows® 운영 체제를 포함,  
활성화 되지 않은 모든 필요한 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됨.  
Microsoft® 풀 패키지 제품 라이선스 포함.

9528-EWSLICENE EWS-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트프웨어 활성화

9528-OWSLICENE OWS-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트프웨어 활성화

9528-PASS100ENE PASS 100 디스플레이-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트프웨어 활성화

9528-PASS250ENE PASS 250 디스플레이-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트프웨어 활성화

9528-PASSUNLENE PASS 무제한 디스플레이-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트프웨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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