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산업체 운영 시 고려 사항  

정보 활용으로 경쟁력 향상 :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Connected Enterprise) 과정을 통한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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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제조 업체와 산업체 종사자들은 

기업 내에서 공유해야 하는 정보와 그 공유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정보 공유 방식을 개선하면 보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모범 협업 사례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현장 내부와 현장 간 그리고 현장을 넘어서서 외부 파트너, 공급 업체 및 고객과 보호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복잡성, 기술, 정보, 제어 

및 네트워킹 기술 개발 기회 및 개인의 역할과 관련 책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포착해서 WDC(Working Data Capital)로 

변환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과정의 복잡성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세계 제조 시설 및 지원 공급 체인에서 387,000개 이상의 SKU(Stcok Keep Unit), 

BTS(Building to Stock), CTO(Configuured to Order), ETO (Engineered to Order) 등 여러 

제품 유형과 평균 200개의 부품 번호를 사용하는 제품 주문 등,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과 

마찬가지로 복잡성을 관리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 수많은 압박에 직면했다. 고객에 

대한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 가능한 새로운 자재 확보를 보장하며, 공급 체인의 관리를 

개선하고, 엔지니어 간의 향상된 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조, 기업 시스템 및 공급 체인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더 많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다.

정보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산업 사물인터넷과 더욱 스마트해지는 단말기의 

확산, 빅데이터와 분석, 가상화와 이동성은 제조 업체가 10년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구축을 향한 혁신 단계이다. 오늘날 극히 드문 수의 제조업체 만이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고유 데이터를 이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무형의 자원은 가장 미세한 수준에서도 운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에 활용할 수있다. 

성과 상위 업체들, 총 마진 개선율 24%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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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요소를 단순한 개념이 아닌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의 OT(Operational Technology)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측면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백서는 특히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플랜트 관리자의 운영과  

관련된 니즈에 맞춰져 있다.

전개 과정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 다양한 의사 결정 및 프로세스가 

관련된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5단계로 구성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성숙 모델(Connected 

Enterprise Maturity Model)’을 설계했다.

1 단계:  평가

2 단계:  안전하고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및 제어 

3 단계:  WDC(Working Data Capital) 정의와 조직화

4 단계:  분석

5 단계:  협업

이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 단계는 나머지 단계를 염두에 두고 평가,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단계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조직 및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단계부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백서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성숙 모델(Connected Enterprise Maturity Model)’ 의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주요 고려 사항과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전개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소중한 교훈에 중점을 둔다. 

1. 평가

기본 평가 작업은 이 과정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다. 현재 운영 상태 및 향후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품질, 다운타임, 생산성 및 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전체 장비 효율성)를 고려해야 한다. 원하는 주요 목표, 문제 및 지표를 확인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인프라 

• 현재 여러개의 다른 성격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장비/기계와 현장간 통합 상태는 어떠하며 서로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가?

• 4개 현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를 현장 별로 다른 방법과 별도의 비

용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 기업 및 비즈니스 시스템에 현장 운영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또한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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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환경 

• 온도, 습도, 진동, 소음 등 현장 장비가 직면한 환경적인 문제로 무엇이 있는가?

• 생산 구역을 포함하여 각 셀 내의 연결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 신입 사원이 프로세스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가?

•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가?

• 노후화된 하드웨어 및 중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디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가?

데이터 & 보고서 

• 데이터 수집 및 보고서 중 자동화 및 수동 비율은 얼마인가?

•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거나 기존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지표 중 파악하고자 하

는 지표는 무엇인가?

•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와 비교해 현장 운영 성과는 어떠한가?

• 현재 현장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현장과 성능 불일치가 있는가?

• 보고서는 표준화되어 있는가?

• 역할에 대해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어 오퍼레이터가 실행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있는가?

•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할 경우,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연결이 없을 경우, 모르고있는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보안 

• 적절한 보안 정책과 절차가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가?

• 현재 사용 중인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인가?

• 단일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보안을 채택하고 

있는가?

•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장비, 제품 및 개인 수준에 따라 현장 활동을 감사하고 감사 로그를 생성하는가?

• 역할에 기반하여 데이터/정보 액세스를 허용하는가? 아니면 액세스 허용이라는 것이 모

든 것에 대한 액세스 허용을 의미하는가?

향후 운영을 고려하기 위해 현재 수준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신기술의 편리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선/이동성

• 가상화

• 클라우드 컴퓨팅

• 비디오

• 보안

• 데이터 분석

• 원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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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제조 업체의 고유한 니즈에 따라 각 제조 

업체에 맞도록 다양한 외관, 방식 및 규모로 적용할 수 있다. 수십개 

의 장치와 관련될 수도 있고 수천개의 장치와 관련될 수도 있다.

평가를 완료하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규모를 니즈에 맞게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비, 배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본 평가에서 관련 

문제와 글로벌 프로세스 및 공급 체인 운영 중앙화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했다. 각 제조 현장이 서로 다른 ERP(Ex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및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현장 별로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생산 효율성과 비효율성 측정 등 정확한 전사 벤치마킹 

수행이 쉽지 않았다.

프로세스 일관성을 마련하고 숙련된 인력의 협업을 개선하며, 공급 

체인을 최적화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이 개발되었다.

현재 운영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나 원하는 수준의 

연결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구해야 한다. 솔루션 제공 업체라면 다른 

제조 업체와의 협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교차 업무 팀 (Cross-Functional Team) 결성

협업은 배치 완료 시의 목표가 아니라 설계 단계를 시작할 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초기부

터 많은 인력을 참여시킬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경우 

운영, IT,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익숙해질 

수 있어서 협업은 프로젝트 결과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전사적 참여는 각 역할 별로 

필요한 연결의 종류, 최종 목표 및 실행 가능한 정보를 결정하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설계 및 배치 측면 : 현장 및/또는 MES 관리자는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범위 문서를 

작성하고 배치를 위한 요구 사항을 지정할 때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IT 그룹은 시스템 

개발 및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다.

현장 수준 : 현장 관리자는 초기 프로젝트 구매에서 설계, 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가 현장 목표를 만족하도록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설 

근무자 중 해당 프로젝트에서 현장 관리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는 품질 

관리자, 제어 엔지니어 및 운영 기술(Operational Technology) 인력 등 주요 현장 인력과 

설계 및 배치 팀 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레이아웃도 
명백한 요인이지만 
네트워크 가용성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스위치 및 경로가 
여러 개일 경우,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단
일의 장애 지점을 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실시간 통신을 이해하
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 및 지터 등 네트
워크 성능 및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치
고 결국 운영 성능에도 변화를 줄 수 있
는 특정 설계 고려 사항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6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산업체 운영 시 고려사항 

배치가 진행되는 주에는 해당 팀 구성원이 현장에 모여서 시스템 

및 통신을 테스트해야 한다. 작업자 교육에는 포커스 그룹 및 

시뮬레이션된 환경에서의 시스템 테스트가 포함되며, 테스트 시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게 될 기능이 작업자에게 익숙할 경우 

작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배치 이후,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장기적 결과로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의 과정에서는 모범 사례, 교훈 및 새 개발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여러 플랜트의 최고 엔지니어와 플랜트 

관리자로 내부 Challenge Team을 구성하기까지 협업이 확장되었다.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엔지니어와 플랜트 관리자는 

진행 중인 협업을 통해 새 아이디어를 강화한다. 다른 플랜트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워가며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2. 안전하고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및 제어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과 기업 네트워크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현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커넥티드(Connected)” 엔터프라이즈라고 할 수 없다. EtherNet/

IP™는 표준 이더넷 및 인터넷 프로토콜(IP) 기술로 네트워크 기술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EtherNet/IP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 이산, 연속 프로세스, 배치, 드라이브, 세이프티, 모션, 전력, 시간 동기화, 관리 정보, 자산 

구성/진단 및 에너지 관리 등의 다복합 제어 애플리케이션의 컨버전스

• 표준 IT 기술을 기반한 미래 지향적인 네트워크 설계로 지속 가능성 향상 및 배치 위험 

경감

• 절감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자산 활용도 개선

‘오퍼레이터, IT 및 엔지니어링 팀 
모두는 지금 구현 중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 및 원하는 정보와 필요한 정
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상세한 의사 소통이 가능합니다.’

Al Heid, 로크웰 오토메이션 
플랜트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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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자산, 필수 기술/교육은 물론 설계, 배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등과 같은 공통 

툴 세트

• 표준 및 IT 보안 기술, 모범 사례, 정책 및 절차 수립

• 이더넷이나 Wi-Fi와 같은 데이터 링크를 넘나드는 IP 보급 및 기술의 라우터빌리티

(Routability)와 휴대성(Portability)으로 완벽한 플랜트/엔터프라이즈 정보 공유

성능 개선, 규정 준수(제품 계통 및 추적) 및 공급 체인 관리를 위해, 공통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지원한다. 싱글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면, 기업은 더 많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장치를 상용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게 

되므로 자산 활용, 최적화 및 관리를 개선하고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싱글 

네트워크 기술은 에너지 관리와 지속 가능성과 같은 회사 전략을 위한 확장된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전에는 산업 자동화와 IT 그룹 간의 협업이 미미한 상호 

영향을 주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제 표준, 모범 사례, 혁신 사례 및 보안 정책, 절차 및 

기술을 협업하고 공유 하는 것이 가능하다.

IT 팀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에 사용되는 통합 네트워크는 대역폭, 보안 및 원격 액세스 기능에 

이르는 모든 것에 최적화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제어 및 정보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보전성(Integrity)을 제공한다. 또한 

QoS(Quality of Service)와 같은 매니지드 인프라 기술을 사용하여 민감한 제어 데이터의 

응답 지연 시간이나 지터를 최소화하므로 기대하는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평가 단계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네트워크를 새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무선, RFID 리더, 비디오 및 모바일 연결성 등 향후 니즈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생성 센서 및 기타 현대의 “스마트” 장치에 대한 필요를 현재 느끼지 
못한다 해도, 향후 2~3년 내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급속히 확산될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EtherNet/IP 등 개방형 네트워크는 현대의 제어 기술을 손쉽게 통합하고 그 편리함을 

누리도록 한다. 예를 들어, PAC(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는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급속하게 늘어나는 배치 프로세싱 등 추가 메모리가 필요한 

정보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PAC는 또한 드라이브와 모션 컨트롤러를 하나의 

컨트롤러나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유지해야 할 구성 요소와 예비 부품 수를 

줄여준다. 

다계층 보안 접근 방식 : 현장과 생산 자료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은 악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내외부 위협이라는 더 큰 위험 역시 초래한다. 특히 해커, 바이러스, 교육이 부족한 

직원이나 선의의 계약 업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리적 및 전자적 방어벽을 사용하는 등 보안 접근 방식을 다층적으로 전개해서 여러 종류의 

안전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위협이 생산 구역 내의 여러 수준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시스템 설치 후 보안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보안을 설계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보유하고 있는 산업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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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Cisco® 등 전략 파트너와 협업하여, 제어 시스템 설계와 모범 사례의 결합을 

적용하여 기술 및 전문 서비스를 통해 장치, 컨트롤러, 프로세스 및 기업 등 모든 계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솔루션을 통해 사무실과 플랜트 네트워크에 걸쳐 현재의 위험 완화 

구성을 배치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이 모범 사례 접근에는 심층 방어(Defense in Depth)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심층 방어 전략이란 

IEC 62443 표준(구 ISA 99),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Special Publication 800-82 및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외부 보고서 INL/EXT-06-11478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다. 이 다면적 

전략에는 플랜트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보안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 및 절차 :  생산 및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조 또는 산업 운영과 IT 기업 

및 관련 위험 간의 차이를 관리하는 것이 기술보다 관련이 크다. 여기에는 암호 유효기

간 만료 및 재설정이 필요한 강력한 암호와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정책 등의 정책, 절

차 및 행위가 필요하다.

• 물리적 보안 : 물리적 구내에서의 사람(직원, 공급업체 또는 기타 방문객)의 액세스를 통

제할 경비, 게이트, RIFD 리더 및 기타 메커니즘 네트워크 기반 승인. 여기에는 시설, 제

어실 및 캐비닛 등의 위치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 및 제어판, 장치 및 배선 등의 기술

이 포함된다. 물리적 보안에는 전기 캐비닛 잠금 및 개방 포트 차단 등 비네트워크 보호

적 수단도 포함된다.

• 네트워크 보안 : 방화벽, IDS/IPS (Intrusion Detection and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와 보안이 활성화된 매니지드 스위치 및 라우터

를 이용한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VPN(Virtual Private Networks, 가상 사설 네트워크),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s,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  ACL(Access Control 

Lists, 액세스 제어 목록)및 기타 기술 활용

• 컴퓨터 보안 설정 :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자동 업데이트 비활성화, 애플

리케이션 제거, 호스트 침입 감지 시스템 및 사용하지 않는 포트 차단 등을 통해 산업용 

컴퓨터 및 HMI 등 플랜트 내 컴퓨터에 대한 외부 및 내부 위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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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보안 : 승인, 인증 및 감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산업용 제어 시스템 애플

리케이션에 보안 적용

• 장치 보안 설정 : 액세스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내장된 장치의 기본 설정값 재구성.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강력한 암호 및 암호화를 사용함

네트워크 보안 및 컴퓨터 보안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IEC 62443 표준에서 참조되고 NIST

에서 권고한 IDMZ(Industrial Demilitarized Zone)의 구현이다. DMZ는 제조와 기업 구역 

간 트래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두 구역 사이에 구현되어야 한다. 구현 후에도 통신은 

두 구역 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 구역에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DMZ에서 종료된다.

심층 방어 전략은 빈틈 없는 전략이지만 제한적이거나 어렵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설계, 개발 및 배치를 담당하는 공동 팀에 심층 방어 전략을 구축할 경우, 

직원의 전략 적용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보안 전략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 팀에 대한 접근을 통해 MTTR(Mean Time to Repair, 평균수리시간) 단축 및 OEE 

증가 등 주요 제조 목표에 대한 보안 정책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 전략은 그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보안을 

단순하게 “손쉽게 갖다 불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절대적인 관념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구현에서 운영 및 위험의 지도는 진화하며, 

다층적 보안 접근 방식 역시 진화한다. 

3. 정의되고 조직화된 WDC (Working Data Capital)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운영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 중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좋은” 데이터를 “나쁜” 데이터로부터 분리하거나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고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사용하기 번거롭고 조작 오류가 쉽게 

발생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Excel®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수동으로 

보고서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다른 현장, 공급 업체 및 고객과 정보 공유 방식으로 

협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 공유로 모범 사례를 공유, 공급 업체의 납품 예측, 고객 니즈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개선,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당면 과제의 종류에 상관 없이, MES와 함께 제조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터링하여 의미있는 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생산 장비에서 

수집한 정보뿐 아니라 생산 라인 및 공급 체인 전체에 있는 “스마트” 장치에서 수집한 정보 

또한 포함된다. 데이터를 실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FactoryTalk® ProductionCentre®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플랜트와 

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문서 작성을 위해 특정 

라인에 설치된 각 스테이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수백만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분류한다. 예를 들어, 특정 회로 보드에서 지속적으로 품질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플랜트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 설계 및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ERP 시스템의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엔지니어링 

시간이 단축되고 제조 수익성을 개선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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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데이터 기반 분석은 KPI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 성능 데이터는 물론 

다른 실시간 데이터와 함께 모니터링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웹 기반 보고서를 통해 조직 

전체에 공유할 수 있으며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품질, 생산성, OEE 및 장비 다운타임 등 KPI에 중요한 정보의 제공 외에도, 데이터는 ERP 

시스템에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TO(수주 후 설계) 생산 설정에서 작업 주문에 대한 

인건비를 추적하고 발주액과 조정하기 위해 인건비를 기업에 보고할 수 있다. 플랜트 수준에서 

볼 때, 직접 노동 시간 대비 간접 노동 시간을 손쉽게 파악하거나 고객 변동에 대한 이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연구할 수도 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WDC를 다음 분야에 활용했다. 

• 재고 기간 120일에서 82일로 단축

• 자본 회피를 통한 연간 30% 비용 절감

• 공급 체인 납품률을 80% 중반에서 96%로 개선

• 소요 시간 50% 단축

• 서비스 적시 대응률을 82%에서 98%로 개선하고 백만대당 부품율을 50% 줄이는 등      

고객 서비스 지표 개선

• 연간 생산성 4~5% 개선

또한 데이터를 플랜트 작업자와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어 작업자들이 

스마트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를 통해 다운타임 이벤트 데이터를 기술자에게 전달할 경우 문제 발생 지점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 판단을 위한 패턴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 및 필요한 도구나 

예비 부품의 위치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 협업

완전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귀중한 정보를 사람, 

장치 및 장비 간에 연결 및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직 내에서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을 배치할 경우, 그 배치가 단일 

현장 내이건, 현장과 기업 간이건, 여러 시설 및 공급 체인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건 간에, 

어떠한 역량을 배치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장 생산 라인 작업자에게 OEE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모바일 장치는 다운타임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 

인력에게 귀중한 진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보수 인력은 문제 발생 지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무엇이며 해당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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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급 체인 전체에서 협업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계획을 개선하고 

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품 납품의 한 과정으로 기술자를 원격에 있는 

고객에게 연결,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과 및 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배치 그 이상의 의미

완벽한 세상에서는 조직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와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싶은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배치 후 변경 적용하
거나 개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전력을 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제대로 준비된 제조 업체라 해
도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진화하게 마련이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운영은 산업 시대를 벗어나 정
보 시대로의 강력한 전진을 시작하게 된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배치에 대한 전략 및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로크웰 오토메이

션 영업 사무소 또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connectedenterp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