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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패키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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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의 새로운 시대

오늘날의 패키징 장비는 제조업체의 두 가지 
기본 영역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장비는 스마트 제조를 이용해서 제조업체에 
경쟁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의미합니다.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진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안전 기술을 사용합니다.

  통합이 간편합니다.

스마트 제조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스마트 
장치의 출현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장비는 추가적으로 쉽게 연결 
및 확장이 가능한 미래 대비형이어야 합니다.

둘째, 장비는 고성능이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다음과 같은 가장 긴급한 사업적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장되는 제품 종류와 다양한 포장 크기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포장 공정의 유연성을 향상시 

켜야 합니다.

  고령화되고 변화하는 인력의 필요사항을 충 

족시켜야 합니다.

최신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고 혁신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급 스마트 장비를 통해 이러한 
양립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제조업체의 임무입니다. 스마트 
기술의 고유한 이점을 사용한다면, 
장비 설계의 복잡성,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PMMI는 미국 식품 패키징 시장이 202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1

5개 중 4개의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 SKU를 보유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예상 SKU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보다 빠른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2

1  2016 Food Packaging Trends and Advances Report, PMMI, March 2016 

2  2017 PMMI Trends in Food Processing Operations |시장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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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의 이점

1  Total Available Market for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Global Market Research Study, ARC Advisory Group, 2015 

ARC Advisory Group은 2019년까지 2,000만 개의  
상호 연결된 산업용 장치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 
니다. 1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공장 및 엔터프라이즈 
급 시스템을 통합 인프라로 융합하고 커넥티드 
기술의 힘을 십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된 연결성과 정보 공유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는 스마트 제 

조의 모든 이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 

은 능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수동 데이터 수집을 자동 데이터 수집 

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 인텔리전스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규 

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직원, 프로세스 및 기술을 안전하게 연결 

함으로써 모든 직급에서 협업과 의사 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이동성과 같은 기 

술을 통해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대폭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영 활동에서 이러한 이점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대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융합될 수 있는 장비를 기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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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장비 도입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스마트 패키징 
장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원하는 연결성 및 성능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수준에서: 스마트 패키징 장비는 IP 
기반의 표준 및 기본 이더넷 네트워크 인프 

라에서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therNet/IP™는 입증된 완전한 산업용 이더넷 
솔루션입니다. 이것을 통해 간단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산, 연속 프 

로세스, 배치, 안전, 드라이브 및 모션 어 

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수준에서: 패키징 장비는 차세대 로크웰 
오토메이션 통합 아키텍처 포트폴리오의 이점 

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복잡성을 
줄이고, 사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합 아키텍처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Rockwell Software® Studio 5000®소프트웨 

어는 복수의 기능을 단일 개발 환경으로 통 

합합니다. 이를 통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포장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 

니다.

  Allen-Bradley® CompactLogix™ 5380 컨트 

롤러는 최대 20%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용 

량을 제공하며 낮은 축 모션 및 I/O 포인트 
카운트가 필요한 중소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대형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Allen‑Bradley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는 애플리케이션 용량을 최대 45% 향상시 

킵니다. 두 가지 컨트롤러 모두 증가하는 스 

마트 제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Allen-Bradley Bulletin 5069™ Compact I/O™ 
모듈은 소형 디자인으로 고성능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2개의 1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사용해서 고속 스캐닝을 제공하며 확장할 
필요 없이 최대 31개의 모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Solutions in Action: RND Automation & Engineering,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October 2016

또한, 로크웰 오토메이션 플랫폼과 
이더넷을 사용하면 고객의 제조 
플랫폼에 연결해서 로트 및 시리얼 
넘버와 같은 웹 재료 소싱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결성의 
측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Sean Dotson, 사장 겸 CEO, RND 자동화 및 
엔지니어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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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및  효율 개선

첫째, 제조 업계의 엔드 유저는 자사의 패키징 
장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찾고 있습니다. 

장비, 센서 및 장치를 연결하고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어 기능을 향상 

시킴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정보 보고 기능과 융합된 표준 장비 
기능은 복수의 현장에 걸쳐 지속적인 OEE 
개선을 지원합니다.

원격 액세스

원격 모니터링은 운영을 감독하고, 실시간 
진단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보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Stratix® 5700 매니지드 산업용 이더 

넷 스위치와 같은 Enabling 원격 액세스 기술 및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안전한 원격 액세스 연결을 관리할 수 있 

습니다.원격 모니터링 및 분석 서비스 는 원격 

으로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 

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Rockwell Automation 
PartnerNetwork™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회 

원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액세스

모바일 기술은 전통적인 시스템 액세스를 확장 

함으로써 작업자의 생산성과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제조업의 작업자, 관리자, 감독자는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적시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원격 모니터링

Premier Tech Chronos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협력을 통해 패키징 
장비를 위한 클라우드 지원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시스템 상태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와 진단 정보 공 
유가 가능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 부품 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품 주문을 
실행하고 유지보수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Tech Chronos의 엔지니어링 애프터 
세일즈 관리자인 Louis Brochu는 "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객은 
생산 현장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술을 
통해 장비의 변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며  "또한, 장비의 상태를 보다 
잘 관리하도록 설계된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¹

1  Solutions in Action: Premier Tech Chronos,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May 2015

2  2017 PMMI Trends in Food Processing Operations | Market Research Report

오늘날 77%의 식품 제조업체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원격 액세스를 허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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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향상된 패키징 옵션

SKU가 많아지고 포장 크기가 다양해지면서 생산 
가동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처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상된 장비 유연성과 신속한 
공정 전환이 필요합니다.

회전 구동식 체인, 벨트 및 기어를 사용하는 
기존의 모터 솔루션은 설계가 복잡하고 
유연성이 거의 없는 경직된 시스템입니다. 로봇 

기술과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iTRAK® 시스템 

및 MagneMotion®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장비 솔루션이 오늘날 생산 수요에 더욱 
적절합니다.

iTRAK 시스템은 기존의 기계 역학을 간단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포장 어플리케이션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보 제어 방식의 독립 카드 기술을 사용한 
MagneMotion 고성능 컨베이어 시스템은 장비 
사이와 공장 전반에서 제품과 무거운 물건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시스템에 로봇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제어, 안전 및 프로세스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장비 이동을 보다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장비 설계, 작동 
및 유지 보수를 단순화하는 EtherNet/IP를 통해 
적절한 로봇 통합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1  Solutions in Action: Cama Group,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July 2016

2  Solutions in Action: Delkor Systems,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July 2015

iTRAK 무버의 속도와 독립적인 모션을 통해 기존의 
조합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ick Gessler, 마케팅 이사, Delkor Systems²

iTRAK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환 시간을 단축한 Cama 
Group 

이탈리아 기업인 Cama Group은 로 
크웰 오토메이션의 iTRAK 시스템을 
IF318 로봇식 모노 블록 로딩 장치에 
도입했습니다. 

iTRAK 시스템은 장비의 자석 구동식 
무버에 대한 독립적인 제어를 제공 
해서 IF318의 자동화 전환을 지 
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동 작업에 
비해 전환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또한 IF318은 비상 정지 후 시스템 
재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기존의 패키징 시스템에서는 정지 
후 재시작시 모터가 홈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몇 초간 대기해야 
합니다. 각 iTRAK 무버에 설치된 절대 
인코더는 정전시 위치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장비가 즉시 다시 
시작되도록 해줍니다. 

Riccardo Panepinto, Cama Group 운영 
이사.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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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글로벌 인력을 
고려한 장비 설계

글로벌 제조 인력은 엄청난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숙련된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성장과 생산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엔드 유저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패키징 장비는 작업자 안전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신입 사원과 숙련된 직원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생산성 극대화

작업자는 시스템 전반의 진단 기능과 이해하기 

쉬운 디스플레이 화면을 갖춘 HMI 페이스 

플레이트를 통해 문제점을 보다 잘 감지해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도움말 

기능 및 사용자 매뉴얼은 초급 운영자가 장비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llen-Bradley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대형  

장비의 시운전 및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드라이브는 Load Observer 
실시간 튜닝을 통해 각 축의 튜닝 작업을 
줄임으로써 시운전 시간을 일, 주 또는 개월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Tracking Notch 
Filter 기술은 공진 주파수를 감지 및 제거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으로 튜닝함으로써 
장비 고장을 방지합니다.

현대화된 안전

장비 제어 시스템과 융합된 최신 안전 시스 

템은안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을 향상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배 

선된 시스템보다 갑작스러운 시스템 종료에 덜 
취약합니다. 또한 인체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작업자가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1 Solutions in Action: Columbia Machines,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September 2015

Columbia Machine에 있어서 안전과 효율 
적인 성능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로크웰 오토 
메이션 제품에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목표와 
고객의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미래 대비형 장비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ed Yeigh, 영업 이사, Columbia Machine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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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비 설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미어 통합 은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장 

치 구성, 그리고 장비 작동 및 유지보수 활동 

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통합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방법으로 시스템 복 

잡성을 줄이고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Studio 5000 개발 환경 은 시스템 설계 및 
구성을 위해 필요한 복수의 툴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대체합니다.

  Logix 기반 컨트롤러 는 로크웰 오토메 

이션 컴포넌트를 인식해서 해당 장치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라이브러리 관리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저 

장, 관리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달성하도록 해줍니다.

시스템 복잡성을 줄일 때 장치 선정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len-Bradley PowerFlex® 527 드라이브 
는 프리미어 통합의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Kinetix 서보 드라이브와 공유되는 
내장 명령어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설정, 
프로그래밍 및 제어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설계 복잡성 감소

1  Solutions in Action: Inline Filling Systems,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September 2016

2  Solutions in Action: RND Automation & Engineering, Rockwell Automation case study, October 2016

과거에 사용했던 일부 제어 컴포 
넌트는 장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크웰 오토메 
이션 시스템과 Allen-Bradley 
컨트롤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장비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John Bailey,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 Inline Filling 
Systems1

프로그래밍 및 배선의 관점에서 
볼 때, 컨트롤러, 드라이브 및 
HMI가 모두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드온 명령 및 HMI 템플릿과 

같은 프로그래밍 툴도 효율적인 
장비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Daren Nickell, 제어 관리자, RND 
Automation & Engineer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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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대한 새로운 노력

스마트 제조 방식을 지원하는 커넥티드된 정보 

중심형 포장 장비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른 보안 문제도 발생합니다.

장비에 대한 새로운 연결은 보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악의적 또는 실수로, 

원격 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층 보안

스마트 포장 장비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영을 보호하며, 원격 액세스 연결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심층 보안 방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심층 보안은 단일 보호 지점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안 계층을 사용하여 이러한 위협을 

완화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보안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잠금 장치는 USB 포트에 대한 비인가 
액세스를 방지하고 원하지 않는 데이터 제거를 
방지합니다. 잠금 장치는 비인가된 케이블 
제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시스 

템은 중요한 프로세스 기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증, 승인 및 계정 관리

(AAA)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및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장치: 내장 장치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면 제한 
액세스 및 변경 관리와 같은 영역의 보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1 2016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Verizon, 2016

심층 방어를 권장하는 출처는 다음과 같습 
니다.
•  IEC 62443 표준 시리즈(기존 ISA-99)
•  NIST Special Publication 800-82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daho National Laboratory Report 

제조 업계는 사이버 첩보활동의 공격 
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6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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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미래는 보다 스마트하고 생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고객은 운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생산성, 유연성 및 

단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고성능 포장 장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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