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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MESSAGE 

디지털화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은 산업체들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은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요?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수반되나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가 500억 개에 달할 것이고 다수의 IIoT 
애플리케이션이 이들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증가세와 맞물려 , 
산업체들이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 관리 및 활용해야 하는 데이터 양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최근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새로운  분석  제품  포트폴리오를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제품은 정보를 문맥화하여, 장치는 물론 공장과 기업 전체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관리가 어렵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껏 기업들은 수많은 
기회가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확장 가능한 분석 플랫폼은 엣지,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 조직의 모든 레벨에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Automation Today호에서는 효율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화 및 확장 가능한 분석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업계 통찰을 살펴봅니다.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물리적 운영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는 방법, 최신 제품 및 기술, 최신 기업 뉴스 및 행사, 디지털화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귀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향한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번 Automation 
Today호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기업들이 직면한 고유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News & Events
로크웰 오토메이션 아태평양 지역의  
최신 뉴스 및 행사

Cover Story –  
비즈니스 결정을  
향상시켜 주는 산업 데이터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ase Studies

Technology Watch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물리적 운영 혁신

Application P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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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보다 스마트한 운영을 위한 최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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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엣지를 위한 

제로-터치 컴퓨팅

아시아의 산업용 산업을 위한 디지털 개척자를 이끄는 스마트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된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운영상의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면 
어떠한 형태의 다운타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성, 재무 성과 및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향상된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네트워크의 '가장자리(Edge)'에 더 가까이 위치해야 합니다. 엣지 장치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결과를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의 제어된 환경 외부에 배치됩니다.

혁신적인 엣지 컴퓨팅 솔루션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술 구현 방식의 우선 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스마트하고 자체 모니터링 되는 
엣지 컴퓨팅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차세대 디지털 개척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산업 자동화 부문의 미래 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적합한 첨단 기술을 검색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 5 가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쉬운 터치, 조작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운영 단순성 - IT 자원이 가장자리 또는 공장 현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합니다.
• 최신 애플리케이션이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원격 위치 (예 :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므로 계획되지 않은 다운 타임이 발생하지 않고 중단 없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 및 IA 조직이 고가용성, 고효율성의 업무상 중요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 및 안정성 기능
• 현재 표준 (예 : 운영 체제)과 장치 및 시스템이 서로 작동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표준을 활용하는 상호 운용성 디자인
• 사이버 보안 엣지 컴퓨팅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 처리하는 데이터 및 외부 및 외부와의 통신을 기본적으로 보호합니다.

Stratus ztC Edge : 엣지 컴퓨팅이 쉬워졌습니다.

오늘날 산업 환경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IT 자원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곳에서도 강력한 하이퍼-연결(Hyper-Connected) 산업 기술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및 연결된 장치의 데이터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엣지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Stratus ztC Edge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ztC Edge는 산업용 엣지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동, 자체 보호, 가상화 된 제로 터치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OT 용으로 제작 된 ztC Edge는 설치, 작동 및 서비스가 용이하며 기존의 제어실 또는 데이터 센터 외부에 배치 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Stratus ztC Edge를 사용하면 리소스가 제약 된 제조업체가 운영자 효율성을 높이고 가동 중지 시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T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OT가 
사업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백서에서 엣지 컴퓨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dge의 변형 - 성능 및 안정성을 위해 컴퓨팅 인프라 구축 
https://www.stratus.com/en-us/lp/ia/transformation-of-the-edge-ty/

Stratus Technologies

300 Beach Road #09-06/07 The Concourse, Singapore 199555

www.stratus.com         email: ap.enquiry@stratus.com

가용성 +  
가상화 기능 내장

자기 보호 +  
Stratus에 의해 감시 됨

IT 또는 데이터 룸 없음 30 분 안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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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4일과 1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2018 Automation Fair® 
행사는 혁신을 추진하는 최신 제어, 전력 및 IT/OT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자동화의 
동향을 제공합니다. Automation Fair®는 전 세계 자동화 업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업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Automation Fair 행사가 열렸을 
당시만  해도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  제품  시장  출시  가속화 ,  자산  최적화 , 
총소유비용 감소, 위험 감소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한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 이제 빅데이터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사 방문객들은 수정되지 않은 표준 Ethernet/IP™, 안전, 전력 및 정보 기술에 기반한 최신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포럼, 기술 세션, 실습 랩 등 90개 이상의 세션이 무료로 제공되며, 
로크웰 오토메이션 전문가, 파트너, 고객 및 여러 다른 업계의 전문가들이 기업 및 공급망의 
의사결정, 협업 및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운영 데이터 자본을 제공하는 산업 솔루션에 
대한 사용 경험을 공유합니다.  

프로세스 솔루션 유저 그룹(Process Solutions User Group, PSUG)은 Automation 
Fair 행사 시작 이전인 11월 12월~13일 개최되며, 전 세계 다양한 프로세스 업계에서 
8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실습 랩 10가지, 기술 세션 30가지, 
그리고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프로세스 솔루션을 사용해서 얻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고객 애플리케이션 세션 25가지가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psug.rockwellautomat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utomationfair.com을 방문하시거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담당자(mscho@ra.rockwel.com)에게 문의하십시오.

컨트롤 디자인(Control Design) 
매거진이 뽑은 2018 리더스 초이스 
어 워 즈  결 과  발 표 :  로 크 웰 

오토메이션이 40개 카테고리에서 상위를, 
21개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어, 
하드웨어 ,  모션 ,  네트워킹 ,  안전 ,  센서 ,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컨트롤 디자인 
독자들이  1위 ,  2위 ,  3위  기업을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1위 선정 카테고리: 제어, 모션 컨트롤러, 
프 로 그 래 머 블  자 동 화  컨 트 롤 러 ,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  작업자 
인터페이스 ,  전원  공급  장치 ,  릴레이 , 

스택 라이트 타워 모션, 산업용 전기 모터 
드라이브, 서보 모터, 모터 스타터 네트워킹, 
I/O 시스템, 머신 장착 I/O 안전, 기계 안전 
컴포넌트 ,  프로그래머블 안전 컨트롤러 , 
안전 네트워크 컴포넌트, 안전 릴레이 감지, 
인코더/리졸버 계측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모션 제어, 
소프트웨어, PLC 프로그래밍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서비스 사업부는 
아태평양  지역에서  원격  지원과  모니터링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확장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존 다롄 시설에 최첨단 직접 및 원격 
모니터링 센터를 오픈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 센터에서는 IoT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보, 클라우드 
기반  분석  기술  등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전략이 시연될 예정입니다.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이 시설은 연중 무휴로 중국의 고객들에게 
기술 지원과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 
센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 4.0, 차이나 매뉴팩처링 
2025 등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 이러한 시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원격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현대적인 원격 지원과 모니터링 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롄  센터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가장  큰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 시설로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SE), FactoryTalk Machine Edition (ME), RSLogix 
Architect, FactoryTalk Linx, FactoryTalk AssetCentre,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등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양한 제품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폴란드, 독일의 제품 개발 및 
테스트 센터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다롄의 관리 팀은 
평균적으로 20여 년이 넘는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롄 센터는 또한 다롄 최고의 직장 Top 10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Automation Fair 다시 한번 개최

로크웰 오토메이션 컨트롤 디자인(Control Design) 
21개 부문에서 1위 선정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서비스 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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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고객들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 내 정보의 위치 파악, 안전한 정보 
연결, 정보 분석, 필요한 곳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과 지원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인텔리전스 및 전원 장치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고성능 생산을 가속화해주는 ControlLogix 병렬 이중화 
프로토콜 모듈,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등의 신제품들이 
출시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RAOTM 2018은 3가지 기술 세션이 제공되어, 제조 
성능, 생산성, 통합 전력 설계 및 운영, 자동화에 대한 포괄적인 업계 
통찰과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Polyco, Pisa, Catec 등의 
선두적인 현지 기업들이 모범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베트남 지사장 레 반 하이(Le Van Hai)는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제조나 산업 운영에서 정보와 
제어를 통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RAOTM은 참석자들이 현대적인 통합 제어, 
전략, 안전 및 정보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지식 기반의 전략을 지원하여 엔드유저들이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조 분야에서의 혁신과 디지털화의 기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최근 디지털화가 어떻게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두 가지 선두적인 업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C isco의  디지털  매뉴팩처링  서밋 (Digita l 
Manufactur ing Summit)은  아태평양  지역의  업계  리더들이 
모여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혁신을 달성했는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Cisco의 글로벌 파트너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서밋에 
참석해, 자사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여정과 제너럴 모터스(GM) 등의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와 전체 장비 효율성(OEE) 향상을 위한 협력을 
통해 발굴된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GM,  FANUC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한  로크웰  오토메이션 
아태평양 지역의 부사장인 조셉 바톨로메오(Joseph Bartolomeo)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역량이 생산성, 에너지 관리, 보안 및 OEE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떻게 제조 현장을 혁신해주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드링크 컨퍼런스(Asia 
Drink Conference)의 플래티늄 후원자였습니다. 이 행사는 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포장 전시회 중 하나로 6월에 개최된 Propak Asia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시장에서의 주요 솔루션 
시연과 기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식음료 업계에서 자사가 보유한 
디지털 제조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한국과 태국에서 개최된  
제조업계 디지털화 행사 참여

이벤트 도시/국가 날짜

Industrial Transformation 
Asia Pacific
Booth/Hall No.: R06

싱가포르 2018년 10월 16일~18일 

Process Solutions Users Group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2018년 11월 12일~13일

Automation Perspectives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2018년 11월 13일

Automation Fair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2018년 11월 14일~15일

*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vents/
events.page를 방문하십시오.

고객 행사 캘린더
2018년 9월 ~12월

로크웰 오토메이션 Rockwell Automation on the Move (RAOTM) 
행사가  최근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시티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가 더 큰 연결성을 통해 

어떻게 수많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주는지를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베트남의 식음료, 생명 과학, 수처리, 소비재, 오일 및 가스, 장비 제조 등의 
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번 행사는 엔드유저, 시스템 통합업체, 대리점, 파트너 
및 장비제조업체 등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주요 글로벌 전략 제휴 파트너, 공식 대리점, 인컴패스 
제품 파트너(Encompass partner)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다양한 기술 전시와 토론 포럼이 개최된 RAOTM는 참석자들에게 제조 
및 생산 운영을 극대화해주는 최신 기술과 기법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RAOTM: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실현  

호치민시티에서 개최된 RAO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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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관들은 생산 스케줄을 가속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운영에서는 시간이 최고의 

관건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과 생산 능력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려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IT 프로젝트와 높은 수준의 특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영 환경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제조업체들과 
직원들에게 끊임 없는 도전과제입니다. 고객들이 정보에 
기반해 확신을 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FactoryTalk 
Analytics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이 글은 산업용 IoT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석
전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실시간 정보에 액세스하여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모든 소스에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여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체 
전반의  연결된  시스템과  스마트  장치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컨트롤러, 히스토리언,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 등 모든 기존 소스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및 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려면 먼저 원시 데이터가 
생산 인텔리전스로 전환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는 
데이터 통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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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 소스, 핵심 성과 지표(KPI) 등 다양한 
세부사항들을 수동으로 연관 지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중심 접근방식은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발견하여 인덱스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동 과정 대비 
시간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  작업자가 실수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장치의 이름, 라인 위치, 시설 위치 
등 수동으로 입력되는 세부 정보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데이터 모델링, 머신 러닝, 예측 분석 
및 제3자 분석 툴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인덱스화된 
데이터세트들 간에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수백만 개의 데이터 
점으로부터 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한 설정을 통해, 생기는 즉시 의문을 
해결해주는 실시간 상황 분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그러한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일한 화면에서, 작업자는 자신이 자주 찾는 
스토리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작업자가 
선호하는 형식으로 운영 데이터를 표시해주며, 사전에 정의된 
대시보드와 다른 작업자들과 공유되는 스토리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스토리보드는 팀원들이 분석을 이해 또는 
자세히 검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oT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 향상 



온디맨드(On-Demand) 분석 
데이터 중심 접근방식은 정적인 스토리보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선호하는 정보 이외에도, 팀들은 보고 환경을 개방하여 
모니터링  되고  있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방된 환경에서, 팀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특정 데이터 점에 대한 세부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이력 수치를 종합하여 현재의 성과와 비교하고, 여러 다른 
변수로 필터링하며, 다른 차트 유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이를 처리하고 팀들이 동적인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일례로, 어떤 작업자가 공정을 
관리하느냐에 기반해 배치 시스템의 성능을 알아보길 원하는 경우, 
근무조나 직원 ID 등의 관련 변수만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한데 모아 관련된 데이터로 구성된 보고서를 구축해줍니다.

관리자들은  그  결과에  기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고서를 동료들과 공유하거나 홈 화면에 기본 설정된 스토리보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산업용 IoT 데이터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컴퓨팅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산업용  사물인터넷 ( I n d u s t r i a l  I oT, 
IIoT )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들은 먼저 작업자들이 
적시적소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스마트 장치, 장비 또는 공장 현장에 존재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 더 가깝게 가면 갈수록, 데이터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기계와 장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 전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분석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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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를 위한 산업용 IoT 활용

최근 LNS 리서치와 MESA 매뉴팩처링이 수행한 '중요한 
분석(Analytics that Matter)'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 
기관이 현재에서 미래까지 지속 및 성공하는 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 요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역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분석 기능이 포함된 IIoT 
플랫폼과 앱을 판매하는 공급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분명해진 사실은 분석을 사용하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디지털 프레임워크 내의 분석 
적용은  그  혜택이  지속적으로  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산업용  IoT 데이터는  기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  다운타임  감소 ,  수요  기반의  의사결정  구현 , 
유지보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보다 
큰  연결성과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는데 토대가 됩니다. 데이터는 장비나 
기계에 내장된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운영과 생산 능력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C E O겸  회장  블레이크  모렛은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조직의 단절된 사일로 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생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크웰의 심도 
있는 경험과 제어 및 정보 통합 기술은 기존 및 새로운 현장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로크웰의 
파트너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용해 자체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artnerNetwork™의 일부인 Solution Partners는 차별화된 기술 및 
산업 경험을 갖춘 글로벌 시스템 통합업체입니다.

시스템 통합업체(SI, System Integrators)는 고객의 도전과제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현을 간소화 합니다.

이것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을 위한 검증된 전문성
심층 경험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실현

로크웰 오토메이션 PartnerNetwork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ales-partners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ASIA PACIFIC       9

의사결정권자들은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분석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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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 수준을 끌어올린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 
철도 부품 제조업체, 제어와 제조 분석을 통합하여 공정 향상

올바른 노선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24만km의 화물철도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 사기업들이 이 시스템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개선 

프로젝트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져 트랙의 
레일과  지지대  사이에  놓여지는  철도  연결  플레이트입니다 .  연결 
플레이트는  레일을  곧게  잡아  위치를  고정시켜주어  철로의  수명을 
연장해줍니다.

북미의 모든 주요 철도에는 연결 플레이트가 사용되며, 그 대부분은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이 만듭니다.
이러한 연결 플레이트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폐철강이 매일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의 하역장에 도착합니다 .  공장에서는 고객의 
레시피에 맞게 폐철강을 녹여 정해진 길이와 모양으로 주조한 후 고객에게 
운송을 합니다. 각 공정에서는 시간당 50톤을 녹일 수 있는 아크식 용해로, 
1억 BTU의 가스 용광로, 1천톤 규모의 프레스 등 작업자들의 모든 주의가 
요구되는 산업용 헤비듀티 장비가 사용됩니다.

끊김 없는 개선의 흐름
1994년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은  공장의  제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  배선된  릴레이  컨트롤러들은 
유지보수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수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가지 
사항을 변경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었고, 작업자의 실수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했습니다.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은 공장에 Allen-Bradley® 
컨트롤러 제품군을 도입했습니다. 2006년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최신 Allen-Bradley ControlLogix® 
컨트롤러를 구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의 제어 계층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의 IT팀은 추가적으로 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연결 플레이트 생산 공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의 IT 관리자 쳇 핀커톤(Chet Pinkerton)은 
“상사의 아침 회의용 보고서를 매일 수동으로 작성하느라 매년 수천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 공정과 데이터 수집 
간에 주의가 분산되었다. 모든 직원은 종이와 펜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작업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은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최초의 제선 
공정부터 공정 전반에 이러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철강을 녹이는 작업을 감독하고 적절하게 
화학물질을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  동시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적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의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강철을 녹이는 제선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으로 
그리고 주조하는 연주 공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후반 공정의 작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공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공정의 작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일례로 , 주조기 작업자가 용강의 온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없어서 
용강의 온도가 떨어져 굳어 버리는 바람에, 재가열을 위해 용강을 제강 
공정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용강을 이동하고 
재가열하는 작업은 다음 배치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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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터널 시야 제거
제선 공정, 제강 공정 및 연주 공정에서 기회가 파악된 후,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은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를 자동화하여 인력 
활용을 향상해주는 제조 분석 플랫폼을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수동 공정의 자동화를 위해, IT팀은 제어 계층을 간소화하는데 
이미 도움을 준적이 있는 기업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선정했습니다. 

핀커톤 “ControlLogix 컨트롤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신뢰했기 
때문에, 다음 도전과제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가장 유용한 시점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작업자, 감독자, 유지보수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서비스팀이  아칸사스 
팀의  일부가  되어  솔루션을  구현하고  제어  및  정보  계층들을 
통합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배치 정보는 컨트롤러에서 이력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FactoryTalk® VantagePoint® EMI 소프트웨어는 분산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변환시켜 줍니다. 
데이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난 작업자들은 이제 다음에 도착하는 
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철강 생산 공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매일 아침 전날 발생한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열 시트 보고서를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열 시트 보고서는 감독자들이 생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툴로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 보고서는 제선 공정 , 
제강 공정 및 연주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문맥화함으로써, 보고서는 공정, 첨가된 화학물질, 특정 
레시피에 필요한 합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제조 분석 플랫폼이 지속적인 개선 역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감독자들이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레벨 분석 툴은 사용자들이 특정 추세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생산 데이터를 확인하며 배치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맞춤화가 가능한 대시보드는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핀커톤은 수동 보고 작업만 감소해도 공장 전체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레벨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는 역량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한 후 
플랫폼을 확장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FactoryTalk VantagePoi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작업자, 감독자 
및 유지보수팀의 성과를 직접 확인한 후에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공장의 나머지 부분에도 이를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보고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기능으로 KPI 생산량 목표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초기부터 관여했던 감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역장의 
작업자들도 정보 솔루션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했습니다 . 하역장 
작업자들은 연결 플레이트를 통에 넣어 무게를 달고 수동으로 특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하역장까지  확장함으로써 ,  관리자들은  고객에게  약속한 
기간과 품질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더 이상 수동으로 정보를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감독자들은 하역장을 거쳐가는 연결 플레이트에 
대한 세부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 추적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이 처음 제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현했을때, 연간 생산량은 86~87% 수준이었습니다. 수동 데이터 
수집과 보고 작업을 감소시켜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량이 평균 89~90% 선으로 증가했습니다. 

핀커톤은 “VantagePoint 소프트웨어 덕분에 작업자가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에 대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인력 활용 플랫폼으로 시작된 것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 
리소스가 되어 이미 생산량을 3%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앞으로도 우리의 정보 솔루션 공급업체가 되어 계속 
진화하는 이 플랫폼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공되는  열  시트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관리자들은 보고서를 전날 작업을 분석하여 문제나 개선의 
여지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기회 영역이 파악됩니다. 

고객의 레시피에 맞지 않는 배치가 파악되어 수천 달러의 비용이 
절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주 공정에서 차이를 발견한 감독자들이 
품질팀과 협력하여 정확하게 어디서 또 언제 첨가된 화학물질이 혼합 
공식에서 벗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배치부터 공정을 수정하여 폐자재를 극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은 또한 작업자들 간의 소통 향상이 
다운타임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온도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주 공정의 작업자는 용강이 필요한 
온도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작업자들은 재가열의 위험을 감소시켰고,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운송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결과는  아칸사스  스틸(Arkansas Steel)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기타 제품과 병용했을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른 고객의 환경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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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적인 글로벌 식품업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의 여정에 올라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세스, 직원 및 지역에 맞게  
정보기술(IT)과 제조운영기술(OT) 통합

맛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식음료 제조업체에게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성공을 위한 좋은 
레시피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여러 제조시설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기업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향한 여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수의 프로세스, 직원 및 지역을 정렬해줄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할 때, 공장 현장의 운영 기술을 전 세계의 사무 
계층 IT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생산 및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장치와 공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려면, 공장 전반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를  통해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식음료 제조업체들이 변화하는 제조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공장 
레벨 네트워크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직원, 프로세스 및 기술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고객들과 협력합니다.

디지털 제조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접근방식의 기반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식음료 담당 관리자인  
숀 도허티(Sean Doherty)는 “향후 로드맵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기존 IT 계층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동  중단  없이  원활하게  재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공장의 제어 계층에 대한 백업을 생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 FactoryTalk® AssetCentre를 사용해 제어 시스템 계층에 대한 
완벽한 백업을 제공해주는 산업용 데이터 센터(IDC)를 오크랜드에 위치한 
시설의 오프사이트에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운전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원격으로  중단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1주일 동안 머물렀지만, 공장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후에는 원격 지원 센터에서 원격으로 나머지 시운전 프로세스를 
완료했습니다.

IT와 OT 지원 통합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다운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IT와 OT가 통합된 완전한 솔루션을 공급했습니다.
도허티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사이버 보안과 패칭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인 IT 공급업체보다 제조업체의 운영 환경에 대해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객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IT와 OT 기술 지원이 결합되어 여러 공급업체들을 오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고객은 보다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 (SLA)이  수립되어 ,  공장의  공정들은  원격으로 
모니터링되고 매 10분 마다 각 필터나 알람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대응시간이 4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2분마다 멜버른에 
위치한 기술 지원팀으로 '하트비트(heartbeat)'가 송신되고, 영국과 미국의 
지원팀에게 송신되었다가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온다. 이는 모든 필요한 
패칭이 종단간 원격으로 지원된다는 말”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공장의 생산 가동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산업용 데이터 센터(IDC)(PDF)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전 엔지니어링 
된 이 IDC에는 다수의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된 서버에서 
구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IDC는 Cisco, Panduit, EMC2, VMWare 등 
파트너들과 함께 업계 선두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기술은 
고가용성과 폴트 허용을 지원하며, 서버의 점유면적을 감소시켜 줍니다.

IDC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비전의 핵심 구성요소로, 현지 전략을 
위해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공장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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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시성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원격  제어  센터가  공장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및 기업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한 원격 액세스가 가능하여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허티는 “이는 공장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과 엔지니어링 팀에게 제어 
시스템에서 수집된 실시간 정보에 기반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조직 전반에서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운영의 모든 측면이 다뤄지는 로드맵을 
개발하고, 기술 진보에 대비하며, 다운타임 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운영 
목표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성능 및 환경 목표 충족
부가적인 혜택은 폐기물과 온실 가스 배출이 감소되고 에너지 및 용수 
사용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은 이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개선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솔루션은  정보를  클라우드와  IDC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고객이 종이 문서 없는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제품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많은 기술과 
공정, 그리고 직원들을 끊김 없이 연결하여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운영의 디지털화는 공장 현장에서 
종이 문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복잡성을 감소하고 규제준수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스마트 운영은 곧 연결된 운영입니다.

관련성 있는 역할 기반의 실시간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해지면, 모든 
레벨에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지속적으로 공정 개선을 
위한 기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장비, 제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은 보다 유연하고 대응력 있는 운영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운영 개선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향상된 연결성, 실행 가능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품질, 식품 안전 및 작업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도허티는 “새로운 기술 이외에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끊김 
없는 통합과 협업을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저력을 활용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수익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rosscontrols.com

Cat. 4
PLe

  

rosscontrolschina.com

탁월한 윤곽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듀얼 밸브

배기 안전

에너지 절연

하중 유지 안전

차단 & 허용
차단 & 보류

유압 
밸브 시스템

실린더 리턴 안전

유체 동력 안전 제품 및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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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가 500억 개가 넘을 것이고 수많은 
IIoT 애플리케이션이 이들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생산성 가속화, 자산 
관리 ,  안정성  향상  등  주요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기업들은 먼저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산업  엔터프라이즈에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PTC는 최근 양사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디지털 기술로 물리적 운영을 
혁신하고자 하는 전 세계 고객들이 두 기업을 
파트너로  영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사가  서로의  자원 ,  기술 ,  업계  전문지식 
및  시장에서의  위치를  활용하게  될  이번 
파 트 너 십 은 ,  공 동  글 로 벌  시 장  진 출 
이니셔티브는 물론 두 조직 전반에 걸쳐 기술 
협업을 촉진해줄 것입니다. 

PTC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특히  각  사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위해 협업하고, PTC의 IoT 
플랫폼 씽웍스(ThingWorx®), 산업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켑웨어(Kepware®), 증강형실(AR) 
플랫폼  뷰포리아 ( V u f o r i a ® )등과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팩토리 토크 MES(FactoryTalk® 
MES), 팩토리토크 애널리틱스(FactoryTalk 
Analytics),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Industrial 

A u t o m a t i o n )  플랫폼을  통합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  양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위험을 
감소하며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회장 겸 CEO인 블레이크 
모렛 ( B l a k e  M o r e t )은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양사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혁신에 
기반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확장하고 고객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해 
성장을 가속화 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보 
기술(IT )과 제조운영 기술(OT )이 통합되면서 
양사 간에 자연스러운 정렬이 이루어질 것이다. 
양사는 함께 업계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유연한 
IoT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PTC의 통합 플랫폼은 
단일한  화면에서  제조업계의  사용자들에게 
운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레시피를 자주 변경해야 하는 식품 가공업체의 
경우 원료 측정과 공정 속도 관리 등 다양한 
품질  제어  요구가  존재합니다 .  플랫폼은 
시설  내외부의  시스템들에까지  가시성을 
확장함으로써, 최초의 주문서에서 유량계 검침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생산업체들이 IIoT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기업 전반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화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또한 원자재 탱크에서 패키징 장비까지 자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 현장에 대한 완전한 
개요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례로 식품 가공업체의 공장 관리자는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시설의 특정 라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또한  개요에  공정  알람이나  현재 
배치의 상태 같은 통찰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분석과 결합되면, 운영에 대한 가시성은 각 
사용자의 통찰력을 향상시켜 주어 실시간으로 
기회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공장 관리자는 현장 
개요 화면에서 특정 라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회하고 자동화 자산을 검색하여 계획에 없던 
다운타임의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조회하는  중에 ,  원하는  정보에 
기반해 고급 분석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지능적으로  데이터를  융합하여 
무한대의 직관적인 대시보드('스토리보드')를 
생성하며, 이 대시보드는 기업의 어느 곳에서나 
공유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문맥 
정보를 제공하는 스토리보드는 지금까지 자산이 
가동해 온 방식과 그러한 방식이 주문 이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자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물리적 운영 혁신

TECHNOLOGY  WATCH



연결의 혜택
디지털 기술은 정보가 생성되는 곳에서 제조기업들에게 방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서 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까다로워서 이제껏 기업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용한 
정보로 전환된 데이터는 기업에 존재하는 막대한 데이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IIoT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면 복잡한 분석과 가치 있는 통찰을 
단일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이상의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측 분석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식품 가공업체가 오류 발생 위험이 있는 탱크와 관련된 주문서를 입력하면, 
주문서는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보수  절차가  포함된  작업  지시서를 
전송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통합된 증강  현실(AR) 기술은 사용자가 운영과의 상호작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식품 가공업체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를 
비롯해 모든 사용자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된 지시서를 수신합니다. 
탱크에 도착하면, 엔지니어는 잠재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시정을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 등 상황에 맞는 정보가 담긴 지시서를 
확인합니다. 이는 공정을 중단 없이 가동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실수할 여지를 감소해줍니다.

가속화된 IIoT 애플리케이션 구현, 고급 분석, AR이 결합되면, 각 사용자는 
맡은 작업에 대한 혁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PTC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IIoT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수의 시설에서 다수의 
시스템을 보유한 제조업체의 가치 실현 시간을 극소화해줍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툴
연결성과  컴퓨팅  역량이  산업체들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  데이터의 
가용성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분석 플랫폼은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향한 
여정에서는 현대 기술이 정기적으로 운영에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FactoryTalk Analytics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과 
장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해줍니다. 이러한 역량은 즉각적인 분석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  기업  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스로부터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Factor yTalk Analyt ics 
플랫폼은  확장  가능하며 ,  데이터가 
생성되는  엣지  장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지능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융합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선보이는 이러한 
새로운  고급  분석  블랫폼은  기업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함께 
확장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유연성 , 
간단한  검색 ,  확장성 ,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 
팀원들이 항상 관련성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문제가 생기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빅데이터와 연결성의 시대에 분석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차세대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궁금하신점은

하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
OFDM 2X2 MIMO 기술

HSM800E
RF 속도 최대 4Mbps

2.4 GHz 라이센스 필요 없음
Wi� 호환

6.4Km의 먼거리까지
IP65 내후성 인클로저

Passive PoE 지원
높은 수준의 보안
경쟁력있는 가격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
OFDM 2X2 MIMO 기술

HSM800E
RF 속도 최대 4Mbps

2.4 GHz 라이센스 필요 없음
Wi� 호환

6.4Km의 먼거리까지
IP65 내후성 인클로저

Passive PoE 지원
높은 수준의 보안
경쟁력있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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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FILE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최신 기술이 어떻게 운영에서 IIo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IDC가 수행한 글로벌 IoT 의사결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조직들의 
IIoT 구현 프로젝트는 파일럿 또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수준에서 
확장 가능한 IIoT 구현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약 3분의 1(31%)은 이미 IIoT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43%는 향후 12개월 내에 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IoT 구현의 성공 확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분석 속에 숨겨진 해답
산업 제조 시스템에 포함되는 IIoT 장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와 맞물려, 산업체들이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 
관리 및 활용해야 하는 데이터 양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분석은 정보를 문맥화하여, 장치는 물론 공장과 기업 
전체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소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장기적인  검토를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가능하면 소스에서, 원시 데이터를 문맥화된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과 산업체들이 엣지 컴퓨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면, 추후에 데이터를 클린업하고 정리하는데 막대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분석 접근방식은 
기업의 여러 레벨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데이터 과부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에 대한 로컬 분석은 장치 레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핵심 장치와 장비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정 가까이에서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컨트롤러나 공장 현장 서버 등의 엣지 장비에 구현된 장비 레벨 또는 
공장 레벨의 분석 기능은 장비, 공정 및 공장을 최적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예측적 유지보수 전략을 구현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레벨 분석은 공장 현장의 정보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통합합니다. 이는 여러 현장 전반에서 규제 준수 노력이나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총체적이어야만 하는 보안
I D C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최고의  I I oT  도전과제는 
보안(26%)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보안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구형 장비,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또는 의도하지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등, 보안은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도전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맞서려면 ,  산업  보안에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업계  최고의  모범  관행에  조직을 
부합시킴으로써 지적 재산과 다른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은 무료 보안 평가 툴을 사용해 보안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영역과 잠재적인 위협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조직의 보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운영을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떤 완화 기법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산업 보안 프로그램에 심층 방어(defense-in-depth, DiD) 
보안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DiD 보안은 단일 보호지점은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이 방식은 물리적, 전자적, 
절차적 보호를 사용하여 기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보호 계층을 생성합니다.

일례로, 장치 간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트래픽을 탐지 및 차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셀/영역 존 레벨에서 산업용 방화벽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차원적인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보안 IoT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파트너와 업계 모범 
사례들로 구성된 생태계인 참조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어떤 
보안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보안 목표 충족을 
위한 자사의 역량에 해가 아니라 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현된 네트워크 연결 장비를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총체적인 보안 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산업용 사물인터넷 구현을 향상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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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생산업체들에게 시장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의 타이어 수요는 2019년까지 해마다 약 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더 다양한 모델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타이어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략  계정팀  리더인  도미니크  슈네이더 
(Dominque Scheider)는 “생산성과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두 
제조업체들은 공장 현장에 보다 스마트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현장에는 여러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정보가 활성화된 일관성 있는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능형  자산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직원들이 보다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그 이상으로의 확장
최근 공장 현장에는 스마트 자산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  더불어 , 
데이터를 유용한 인텔리전스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들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들은 다수의 소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제조 및 비즈니스 
통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며, 데이터 아키텍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엔지니어는 물론 내부적인 데이터 관리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했다가 
다시 불러온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접근방식은 공장 프로세스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문맥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분산된 인텔리전스에 대한 비용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방법
확장  가능한  분석  플랫폼은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엣지 ,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등  조직의  모든  레벨로  배포하는데  비용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타이어 제조의 많은 영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 가류와 같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은 제품 품질, 제조 민첩성 및 
에너지 효율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솔루션의  일부일  뿐입니다 .  확장  가능한  플랫폼은 
엣지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 다수의 소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자동 
조율하는 엔진과 툴을 지원하며, 사용자들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운영 
및 비즈니스 통찰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론은? 확장  가능한  접근방식은  타이어  생산업체들이  현장의 
엔지니어링 및 유지보수에서 기업의 최고 레벨까지, 그리고 장치에서 
클라우드까지, 조직의 모든 레벨이 제조 공정의 최적화에 보다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확장 가능한 분석과 타이어 생산업체용 솔루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타이어 생산업체들은  
어떻게 품질과 수익성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사용해  

더 스마트해지면 됩니다.

첨단 주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수익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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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

장비 설계를 가속화하고 미래에 대비해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Logix 성능과 상용 운영체제를 단일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새로운 Allen-Bradley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은 소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섀시에 포함된 모듈은 백플레인을 통해 
고속 컴퓨팅 기능과 백플레인을 통한 ControlLogix® 컨트롤러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듈은 Windows 10 IoT Enterprise 또는 Linux 운영체제 내에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또한 ,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해주며, 공장 현장 
전반에서 기존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운영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설계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는 물론 제3자 Windows 10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유한 애플리케이션을 충족하기 위해, 캐비닛, 섀시 또는 
컨트롤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듈은 HD VersaView 산업용 모니터 지원을 위해 통합 
디스플레이 포트(Integrated DisplayPort)를 제공합니다. 모듈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 또는 Linux 운영체제가 포함되며 선진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실시간 의사결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드 라이브러리 및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장비 설계와 장치 교체 시간을 절감해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장비제조업체와 프로세스 스키드 제조업체들이 최첨단 장비를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빨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두 개의 장비설계업체용 코드 라이브러리를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는 컨버팅, 인쇄 및 웹(CPW) 장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 스키드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 발표된 이 콘텐츠는 
포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존 콘텐츠를 보강해줍니다.

장비제조업체 라이브러리는 애플리케이션 별로 표준화된 코드를 제공하여 엔지니어들이 CPW 장비와 프로세스 스키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이브러리에는 애플리케이션 별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 스키드 라이브러리에는 상태 기계 엔진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스키드의 기능과 매치되는 맞춤화된 행동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장비에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  오브젝트에  특정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코드와 시각화 
오브젝트입니다 .  이는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프로그래밍 재작업을 대폭 
감소시켜  줍니다 .  엔지니어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장비의  전체 
엔지니어링 주기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유형의 장치를 위해 
오브젝트만 간단히 추가하면 됩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첫 번째 세트는 
스타터, 드라이브 및 모션 장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트는 또한 새로운 Allen-
Bradley PanelView 5000 작업자 인터페이스 제품군을 위한 페이스플레이트를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P 수석 관리자인 아킴 톰센(Achim Thomsen)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모듈형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는 오늘날 
스마트 머신에서 사용되는 방대한 양의 코드를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장비 디자이너들은 이제 이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장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장치들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Product Compatibility Download Center(PCDC)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후에는 콘텐츠를 Studio 5000 Application Code Manager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pp/1756-pp028_-en-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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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라이트는 편리한 사용과 선택을 위해 동일한 스택에서 
7가지 모듈을 지원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Allen-Bradley ControlTower 856T 70 mm  
타워 라이트 경광등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70mm 
직경의 하우징에 조도가 더 높은 LED 라이트와 광범위한 시각 및 청각 
기술을 제공합니다. ControlTower 856T는 단일한 스택에서 최대 
7가지 모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로 더 많은 수의 장비와 
공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듈형 디자인 덕분에 
ControlTower 856T 시스템은 최소한도의 컴포넌트로 광범위한 신호 
애플리케이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 앨바로 산체스(Alvaro Sanchez)는 
“새로운 타워 라이트는 선택해야 할 컴포넌트 수가 적어 엔지니어들이 
보다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며 “또한 시각 및 청각 옵션을 확장할 
수 있고 단일한 타워 라이트로 더 많은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총소유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워 라이트의 베이스에는 푸시인 단자 블록이, 라이트 모듈과 사운드 
모듈에는 DIP 스위치가 내장되어 엔지니어들이 쉽게 운영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지니어는 작업자에게 장비의 상태를 알려주는 
다양한 경보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보음 옵션에는 멀티 톤 
압전 및 멀티 톤 트랜스듀서 기술이 포함됩니다.

ControlTower 856T 시스템은  또한  낮은  높이의  신호  장치가 
요구되지만 타워 라이트와 동일한 장착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를 위해 
비콘 형태의 비스택형 라이트 모듈로도 제공됩니다.

IP66/67 등급의 이 시스템은 
험한 환경과 높은 온도(최대 
섭씨  7 0도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은 24V 
AC/DC와 120/240V AC로 
제공됩니다 .  이  제품군은 
별도의  컴포넌트  또는  사전 
설정  및  공장  조립된  스택 
라이트로  제공되어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더 밝고 더 유연한 타워 라이트 출시

최신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더 
익숙하고 효율적인 설계 환경을 제공합니다.

장비제조업체들은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이 설계 및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독립형  장비를  더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은 
Logix 사용자들에게 더욱 친숙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해주는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하드웨어를 위해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장치 설정 및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편집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명령어 툴바는 프로그래밍 
요소를  탭으로  정렬해줍니다 . 
이는 설계자들이 쉽게 명령어를 
검색하고 래더 로직 편집기로 끌어 
넣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키보드를 
선호하는  설계자들은  A S C I I 
텍스트로  래더  로직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어 

이름을 기본 설정된 IEC 테마에서 Logix 테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해 장비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마케팅 관리자인 토마스 스기모토(Thomas 
Sugimoto)는 “RSLogix 500이나 Studio 5000 Logix Designer 

소프트웨어로 독립형 장비의 설계 시간 단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설계자들은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보다  친숙한  설계  환경에서 
매끄럽고 표준화된 설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광범위한 장비에 걸쳐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과 디버깅 환경을 
제공하여 기술자 교육을 감소시켜 주고 유지보수를 간소화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복사해 RSLogix 500나 Studio 5000 소프트웨어로 붙여 넣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Allen-Bradley MicroLogix 컨트롤러에서 Micro800 
컨트롤러까지 작은 독립형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len-
Bradley CompactLogix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대규모 장비를 표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Micro870 
컨트롤러(PLC) 등 모든 Micro800 컨트롤러를 지원합니다 . 새로운 
Micro870 컨트롤러는 대규모의 독립형 스마트 장비나 시스템에서 
다수의 마이크로 PLC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또한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PowerFlex 인버터, SMC 소프트 
스타터, Kinetix 컴포넌트 서보 드라이브와 Guardmaster 440C-CR30 
안전 릴레이, GuardShield 450L 라이트 커튼 등의 다양한 안전 장치를 
지원합니다.

https://ab.rockwellautomation.com/Signaling-Devices/Visual-Signaling-Devices/856T-Control-Tower-Stack-Lights?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ControlTower856T_NewsRelease_July232018&utm_campaign=Components_Global_XX_EN_
https://ab.rockwellautomation.com/Signaling-Devices/Visual-Signaling-Devices/856T-Control-Tower-Stack-Lights?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ControlTower856T_NewsRelease_July232018&utm_campaign=Components_Global_XX_EN_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detail.page?pagetitle=Connected-Components-Workbench-Design-%26-Configuration-Software&content_type=tech_data&docid=7c028f3b448fcef185a20f4e05c5fd06&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CCW_NewsRelease_July122018&utm_campaign=IA_NA_XX_E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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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지원하는 현대적인 시각화 솔루션

시각화  및  HMI 솔루션은  고객의  생산성 ,  혁신  및  세계화 
필요를 충족하는데 핵심적입니다. Allen-Bradley VersaView 5000 
포트폴리오는  개방형  아키텍처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용  컴퓨터와 
씬 클라이언트, 모니터 일체형 PC로 구성된 완전한 제품군으로 독립 
애플리케이션 또는 분산형 HMI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아키텍쳐는  상용화된  운영체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만,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 제품군은 발열 방지에 
필요한 팬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다운타임이 감소됩니다. 

공장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려면 ,  HMI  소프트웨어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FactoryTalk View SE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단일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제공하며, 프로세스, 배치 
및 이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자들이 직면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해주고 
적시적소에서 실시간의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VersaView 5000 컴퓨터들은 21CFR 
Part 11 기준을 충족합니다.

VersaView 산업용 컴퓨터

곡면 모서리 처리된 10점 정전 용량 방식의 멀티 터치 스크린이 포함된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Windows 7/WES 
7/Windows 10 IoT Enterprise 32 비트 및 64 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듀얼 외장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  이뿐만  아니라 ,  PlantPAx 와 
FactoryTalk View SE 탬플릿들이 1080p 화면에 꼭 들어 맞기 때문에 
관제실과 장비가 동일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VersaView 5400은 
또한 디스플레이가 불포함되어 점유면적이 작고, 듀얼 비디오 출력이 
포함된 경량의 팬리스(fanless) 설계로도 제공됩니다.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현대적인 공장의 중앙화된 관리 
솔루션을 위해 ThinManager를 지원합니다. ThinManager 소프트웨어와 
VersaView 5200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산업 환경의 규모나 시설의 
수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단일 플랫폼에서 제어와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VersaView 5000 산업용 컴퓨터는 장비를 운전하는 작업자가 
제어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방형 플랫폼을 원하는 기업에게 
라인과 장비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최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실시간의 지능형 프로세스 제어를 지원하는 차세대 FLEX I/O 
플랫폼 

새로운 Allen-Bradley FLEX 5000 I/O 플랫폼은 더 스마트하고 더 
생산적이며 더 유연한 산업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T플랫폼의 고속 연결성과 확장된 대역폭 덕분에 더 많은 데이터가 
컨트롤러로 전송됩니다. 이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가 제어 시스템을 
미래에 대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플랫폼은 1기가 비트의 통신 
아키텍처에 구축되어 장치레벨링(DLR), 선형 및 스타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버전은 이중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위해 병렬 이중화 
프로토콜(PRP)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비제조업체와 프로세스 운영업체 모두 새로운 FLEX 5000 I/O 모듈을 
사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선과 설계가 간소화되어 
엔지니어링 시간이 단축됩니다. 수직 또는 수평 장착이 가능하고 구리선 
및  광섬유  매체  옵션이  제공되는  유연한  아키텍처  덕분에  설치도 
간단합니다. 모듈은 북극 유전에서 무더운 광산까지(-40 C ~70 C 작동 
온도)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설치에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듈은 생산 중에, 특히 연속 생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RIUP(Removal 
and Insertion Under Power)는 기술자가 기존 I/O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온라인 변경 기능은 새로운 I/O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모두  장비가  가동하는 
중에  가능합니다 .  이외에도 , 
채널  레벨에서  알람 ,  이벤트  및 
진단 정보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 
로쉬 채소스 스리드하란(Rosh Chathoth Sreedharan)은 “성공적인 FLEX 
I/O 플랫폼을 한층 더 보강했지만 유연성과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Logix 5000 시리즈 기술을 통해, FLEX 5000 I/O 플랫폼은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니즈에 맞게 I/O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서 프로세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제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FLEX 5000 I/O 제품군은 보안을 위해 설계되어 , 기업들이 자산과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은 IT 친화적인 개방형의 
표준 Ethernet 네트워크를 사용해 산업 및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펌웨어 암호화, 보안 부트 기능을 
갖춘 심층 방어 보안 전략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더 큰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FLEX 5000 I/O 모듈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pp/6200-pp001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pp/6200-pp001_-en-p.pdf
https://ab.rockwellautomation.com/IO/In-Cabinet-Modular/FLEX-5000-IO-Modules?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Flex5000IO_NewsRelease_June212018&utm_campaign=IA_NA_XX_E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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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로 모션 제어 시스템 설계 시간 단축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Allen-Bradley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 툴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한층 더 보강된 이 
소프트웨어는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과 직관적인 탐색, 워크플로우 

내의 제품 선정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툴은 엔지니어들이 장비에 
필요한 완전한 모션 제어 시스템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엔지니어들은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하고 여러 제품을 검토한 뒤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설계를 확정하여 자재 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또한 며칠이 
소요되는 모션 시스템 설계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모션  솔루션  제품  관리자  브렛  맥낼리(Brett 
McNalley)는 “모션 시스템은 모터 용량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최신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 버전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워크플로우가 간소화되었고 모션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축  정의  및  용량  선정  속도  향상 ,  새롭게 
설계된 솔루션 검색 및 설정 컴포넌트 기능 ,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프로파일 지원, 보다 진보된 모션 세그먼트 지원 및 레거시 모션 
프로파일에서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DC 모터  시스템은 최소한의 외장  장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llen-Bradley PowerFlex DC 계자 컨트롤러는 복잡한 외장 장치 
없이 DC 모터 애플리케이션을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 
전반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 계자  컨트롤러는  3상 ,  4분  배열(역방향)  DC 
모터 또는 발전기의 계자 제어를 제공합니다. 계자 
컨트롤러는  독립적으로  또는  Po w e r F l e x  D C 
디지털 드라이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모드에서는 고정 I/O를 사용하는 고정 참조를 통해 
DC 모터 계자에 전력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는 또한 
전자석 및 다른 비모터 부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Product Manager) 낸시 리바드(Nancy 
Rivard)는 “PowerFlex DC 계자 컨트롤러는 모터 역회전이 필요한 DC 개조 
애플리케이션에서 추가적인 전기자 브릿지나 복잡한 외장 장치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거해주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준다”며 “AC 장치와 DC 장치를 
비롯해 모든 자동화 장비에 단일한 소스를 확보하면 장비 기동, 운영 및 
유지보수도 더불어 간소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자  컨트롤러의  출력  정격은  1 7 ~ 5 7 5암페어 ,  입력  정격은 
200~500볼트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PowerFlex DC 제품군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며 까다로운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조율된 드라이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werFlex DC 
제품군은 DC 모터 애플리케이션과 최대 6,000Hp 또는 4000kW의 개조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Logix 기반 환경으로의 밀접한 통합, 유연한 피드백 및 통신 옵션, 전 세계 
표준에 맞게 설계된 전압 설정 등 PowerFlex DC 제품군의 핵심 기능은 
PowerFlex 인버터 제품군과 부합합니다.

제어 성능과 IoT 컴퓨팅이 단일한 플랫폼에 결합된 새로운 CompactLogix 

새로운 Allen-Bradley 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는 
Windows® 기반 컴퓨팅을 갖춘 Logix 제어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Logix 제어 엔진과는 별도로 구동되는 상용 CPU와 

W i n d o w s  1 0  I oT  엔터프라이즈  운영체제를  통해 ,  제3자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엔드유저와 장비제조업체들은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공장 현장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치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성능  아키텍처에  구축된  이  최신 
C o m p a c t L o g i x  컨트롤러는  향상된  성능 ,  유연성  및  문제 
진단/해결을 제공합니다. Logix 실시간 제어와 Windows 10 IoT 
Enterprise 운영체제의 인스턴스를 단일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CompactLogix는 분석, 데이터 수집, 예측 연산,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데이터  집중  장치  애플리케이션 ,  기계  라인  제어 ,  타사  장비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합된 제어와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공장  현장  전반의  정보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CompactLogix 5480에는 FactoryTalk Security 
사용자 인증 및 승인과 Logix 보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DC 개조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계자 컨트롤러

https://ab.rockwellautomation.com/Motion-Control/Motion-Analyzer-Software#whatsnew?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MotionAnalyzer_NewsRelease_June072018&utm_campaign=IA_NA_XX_EN_
https://ab.rockwellautomation.com/Motion-Control/Motion-Analyzer-Software#whatsnew?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MotionAnalyzer_NewsRelease_June072018&utm_campaign=IA_NA_XX_EN_
https://ab.rockwellautomation.com/Motion-Control/Motion-Analyzer-Software#whatsnew?utm_source=Marketing&utm_medium=PublicRelations&utm_content=MotionAnalyzer_NewsRelease_June072018&utm_campaign=IA_NA_XX_EN_
https://ab.rockwellautomation.com/Programmable-Controllers/CompactLogix-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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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과 목표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www.rockwellautomation.com/ko_KR/ConnectedEnterprise

Connected Enterprise
Target

80%
글로벌 최고 기업들의
생산설비효율(OEE)은

이상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제조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IT가 적용된 제조는 생산 현장과 경영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제조 설비와 자산 활용성을 극대화합니다. 

제조 혁신을 위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스마트 제조 비전인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The Connected Enterprise)로  

더 높은 생산 목표와 비즈니스 성과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설비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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