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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머신과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시대에 접어들어 생산 정보와 기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산업용 등급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스마트 머신의 핵심 구성요소로 , 운영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정보에 기반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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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스마트한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 및 솔루션 소개

연결된 디바이스와 시스템, 고급 분석 및 현대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주고 성과를 향상시켜 줍니다. 자동차, 생명 과학,
식음료 , 장비제조 등 업계에 상관없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기업이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020 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수는 500 억 개가 넘을 것이고 수많은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애플리케이션이 이들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 머신
및 장비에 투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 Automation Today에서는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떤 기술이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고 , 스마트 머신 및 장비가 보다 스마트한 데이터 중심의 제조를 어떻게
지원하며, 기업과 공장 현장을 끊김 없이 연결하는 스마트 머신에 대한 엔드유저의 요구에
장비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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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 중

유니버설 산업용
게이트웨이

2085 Micro850®

WIP-G-241-P2

2085-IF4XOF4-SC

원박스 솔루션

다수 프로토콜, 다수 통신 포트

설정 가능

포트 전반에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 및 통신 동시 실행 가능

비용 효율성

단일 게이트웨이 비용으로
다양한 게이트웨이 기능 활용

아날로그 입력 & 출력 혼합
16비트 분해능

2085-IR8-SC

8-채널 RTD, 16비트 분해능

2085-OV32-SC

32채널, 24V DC 싱크 출력

2085-OB32-SC

32채널, 24V DC 소스 출력
공간 절약형 고집적도 모듈
TechConnectTM 무료 지원

Micro800 Memory/RTC
2080-SDMEMRT-SC

콤보 아날로그 옵션 카드
20-750-IF4XOF4-SC

컨트롤러 프로그램 및
레시피 저장 + 데이터 로깅

설정 가능한 아날로그 신호
8점(입력 4점, 출력 4점)을 통해
기존 드라이브의 기능 확장

MicroSD 메모리 최대 32GB
실시간 시계(RTC) 1초 분해능
micro800 컨트롤러를 통한
MicroSD 파일 지원
TechConnectTM 무료 지원
®

Connected Component
Workbench를 사용해
손쉬운 설정 가능
TechConnectTM 무료 지원
®

인버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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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oT Breakthrough Awards’에서
올해의 IoT 기업으로 선정

글로벌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 기술 및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IoT Breakthrough가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올해의 종합 IoT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IoT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IoT Breakthrough Awards) 프로그램은
커넥티드 홈 및 홈 자동화, 산업 및 엔터프라이즈 IoT, 스마트 시티 기술,
커넥티드 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IoT 분야에 기여한 혁신자 , 리더 ,
선구자(Visionaries)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 3,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IoT 브레이크스루의 전무 이사 제임스 존슨(James Johnson)은 “스마트
홈 기술에서 산업 솔루션 공급업체까지 , 모든 IoT 카테고리에 속한
기업들이 ‘올해의 종합 IoT 기업’ 후보에 올랐지만, 혁신적이고 입증된
산업용 IoT 솔루션, 파트너십 및 투자 등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단연코 돋보였다”며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IoT
솔루션 포트폴리오에는 인공지능 및 증강현실 등의 첨단 기술과 여러 다른
최신 IoT 애플리케이션들이 포함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약속을 실현하는데 있어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혁신적인 한 해와 2019 IoT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회장 겸 CEO인 블레이크 모렛(Blake Moret)은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최고의 산업 자동화와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함으로써 고객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을 한데 모아 보다 스마트하고 연결된 산업용 IoT
솔루션을 우리 주변 세상에 제공하려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들이 운영 전반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T 솔루션 등 고도로
차별화된 통합 제어와 정보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산업용
IoT 솔루션은 물론 PTC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유연한 IoT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에뮬레이팅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에뮬레이트3D(Emulate3D)를 인수했습니다. 에뮬레이트3D의
소프트웨어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템 계획 및
의사결정을 향상시켜 주고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제어 시스템을 시험
사용 및 대리 실행함으로써, 고객이 제조 및 자동화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최종 설계에 들어가 전에 기계와 시스템 설계를 가상으로
시험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프랜 울로다르칙 (Fran Wlodarczyk), 로크웰 오토메이션 아키텍처
및 소 프 트 웨 어 사 업 부 의 담 당 수 석 부 사 장 은 “ 에 뮬 레 이 트 3D 의
소프트웨어를 로크웰 오토메이션 고객들에게 제공할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고객들은 디지털 장비의 시제품 제조와 가상 시운전을 통해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투자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뮬레이트 3D 의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 이안 맥그리거
(Ian McGregor)는 “에뮬레이트3D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인컴패스
(Encompass) 파트너로 로크웰 오토메이션 및 그 고객들과 매우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소유주 체제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설치
기반과 에뮬레이트 3D 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변화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조 환경에서 고객들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에뮬레이트 3D 의 기술을 자사의 디지털 설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여 자동화 , 물류 , 자재 취급 및 기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소프트웨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에뮬레이트3D 브랜드 하에 팩토리토크
디지털스위트(FactoryTalk DesignSuite)의 일부로 판매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매니지먼트
250대 기업으로 선정
매 년 경영학자 피터 드럭커(Peter Drucker)의 원칙에 기반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월스트
리트저널(WSJ)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매니지먼트 250대 기
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61위를 차지하여, 아마존,
애플,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미국의 유수기업들과 함께 상위
25%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드러커 연구소는 5개 카테고리에서 752개 기업들
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중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매니지
먼트 Top 250 목록에 오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이 목록에 등재된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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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Breakthrough Awards’는 최고의 혁신을 나타낸 사물인터넷
기업과 제품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에뮬레이트3D 인수

NEWS & EVENTS

Rockwell Automation on the Move
지난 1 월 22 일 , 인도에서의 첫 Rockwell on the Move
( R A OT M ) 가 카 르 나 타 카 주 뱅 갈 루 루 ( B e n g a l u r u ) 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도가 2025년까지 총 부가가치를
1조 달러로 기존대비 3배 향상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더스트리 4.0
기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인도의 전무 이사인 디립 소우니(Dilip Sawhney)는
"장비의 상태를 분석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생산성, 품질 및 규제준수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주도적으로 인도 최초의 인더스트리 4.0 파트너
에코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인도에서 L&T, 시스코 , 마이크로소프트 및
위프로(Wipro)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아태평약 지역 사장 조셉 수사(Joseph Sousa)는
"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지털화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의 제조업체들은
인더스트리 4.0을 보다 신속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는 아직 갈길이 멀지만 IT 서비스 부문에서 보유한 역량을
살리고 스타트업 부문에서 볼 수 있는 창업 정신을 활용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한 맞춤화 향상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중국에서 2천여 명의 직원과 34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 OEM 애플리케이션 개발 센터 2 곳과 하얼빈과
상하이에 각각 공장이 1곳씩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하이에서는 R&D
센터를 , 다롄에는 소프트웨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지난 15년 간 중국에서 인버터를 생산해왔습니다.
글로벌 파워 콘트롤 사업부의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밥
버터모어(Bob Buttermore)는 지난 30여 년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수많은 중국 고객들이 공장을 구축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생산, 제조, R&D 및 엔지니어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중국 시장은 미국에 이어 가장 큰 해외 시장이며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며 “ 새로운 투자는 총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제지, 광산, 석유 및 가스, 시멘트 등 중공업계의 복잡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보다 경쟁력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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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 전반에서의 협력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현지 제조업체들이 업계 최고의 제조
솔루션을 개발, 구현 및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업들로 구성된 협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인도의 PartnerNetwork를
대폭 확장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상하이에서 있었던 센터 개관식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
중국 지사의 이안 쉬(Ian Shih) 사장은 "맞춤형 구성 센터의 개관은
중국에서 인버터 제품의 생산량을 50%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며
" 이는 전체 전략의 혁신을 상징하며 , 로크웰이 맞춤화된 지능형
컴팩트 제품 공급을 향한 여정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올해, 아태평양 지역에서
3개의 다른 도시에서 RAOTM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3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4월 30일), 중국 톈진(5월 15일 & 16일)

중국의 게임 체인저
인버터 납품시간 기존 45일에서 8일로 단축
중국의 제조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 고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중국
시장용 고전력 저전압(LV) PowerFlex 755 인버터를 생산하는 맞춤형
구성 센터를 상하이 공장에 개설했습니다 . PowerFlex 755 시리즈
인버터는 중공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이제 , 고객들은 기존에 주문 후 납품까지 최대 45 일이
걸리던 맞춤화된 고전력 LV 인버터를 8 일만에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 고객 행사 캘린더
2019년 4월~6월
도시/국가

행사

날짜

India International Dairy
인도, 뭄바이
Expo 2019

2019년 4월 3일~5일

Auto Shanghai 2019

중국, 상하이

2019년 4월 18일~19일

Rockwell on the Move
(RAOTM)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9년 4월 30일

Rockwell on the Move
(RAOTM) 2019

중국, 톈진

2019년 5월 15일~16일

Austmine 2019

호주, 브리즈번

2019년 5월 21일~23일

ProPak Asia 2019

태국, 방콕

2019년 6월 12일~15일

* 모든 행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For more details, visit :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vents/event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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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oT 혁명 –

초연결된 보다
스마트한 제조
연결된 장치와 시스템, 고급 분석 및 현대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주고
성과를 향상시켜 줍니다.
연구조사 기관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20년까지
60%의 제조업체들이 총 매출의 최대 30%를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디지털화된 스마트한 정보 중심의 제조는 자동화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로 지원되는 커넥티드 제조 및 생산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전반에서
가장 광범위한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장비, 라인, 프로세스 및 시설들에 대한 연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향상된
연결성은 유연한 생산을 지원하고 , 품질과 수율을 향상시켜 주며 ,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Automation Fair 2018 행사에서는 제조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가 전 세계 수많은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이
행사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를 통해 어떻게
제품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 자산을 최적화하며 , 총소유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공장 레벨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
안전하게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을 연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자동화 , 안전 및 보안의 융합이 산업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
제조업체들은 향상된 장비 효율성, 보다 효과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보다
준비된 직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려면 기술이 핵심입니다 . 2019 년에는 산업 자동화
기술과 비즈니스가 변함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의
자동화 추세는 더 확장되고, 새로운 혁신, 트렌드 및 기술이 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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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9가지 주요 산업 자동화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급 데이터 분석
2. 데이터 중심의 운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3. 보안된 원격 액세스 (분석, OEM 서비스, 유지보수, 모바일 장치,
현장 서비스 등)
4.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정보 기술과 제조 운영 기술의 통합)
5. 안전과 사이버보안이 결합된 접근방식
6. 산업 사이버 보안의 발전
7. 효율적 설계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는 가상 시운전
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보 공유, 장치 운영, 원격 액세스 등)
9. 은퇴하는 직원들을 대체하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보다 스마트한 의사결정
부품과 시스템 , 공급업체와 고객을 아우르는 전체 공급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이 생산성, 품질, 규제준수 및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숨겨진 가치를 발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입니다.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에서 생성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은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객들이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해 보다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FactoryTalk
Analytics 솔루션은 제조업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인포메이션 솔루션 사업부의 글로벌 마케팅 개발
관리자인 폴라 푸에스(Paula Puess)는 "제조업체들은 품질과 규제준수를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커진 변동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형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PTC의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지원되는 FactoryTalk InnovationSuite는
제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푸에스는 “ 대부분의 공장들이 아직까지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구형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장비에도 센서를 장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와 같은 대기업들이 여러
곳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2백만 개 이상의 모델을 관리하고, 광산업체인
BHP 빌리튼이 생산 정보에 액세스해 가동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파워가 최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직원들이 앞으로
2 년 동안 디지털화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와해적 혁신을 어떻게 포용하고 있을까요?
산업체들은 장비 레벨 분석에서 증강 현실로, 또 모빌리티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운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PTC 와의 파트너십은 특히 새로운 연결 옵션을 제공한다 ” 며
사용자들을 공장 현장에 있는 장비와 시스템의 데이터에 신속하게
연결하고, 하나의 통합된 소스를 통해 이 자산들의 성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으로 이끄는 데이터
공장 현장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단번에 전환해주는 손쉬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기업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그로퍼 낙농 협동조합 (Agropur Cooperative)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그로퍼는 유류 가공 공장의 작업자들이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산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그로퍼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 연간 2,500 시간이 소요되던
수동 데이터 수집 작업을 완전히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윤활제 소비를 30% 절감하고 효율성을 25%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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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한 스마트 머신
스마트 매뉴팩처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결된 머신과
장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제조업체들은 엔터프라이즈와
공장 현장을 끊김없이 연결해주는 스마트 머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머신과 장비는 데이터에 대한 전례없는 액세스 , 더 큰 연결성 ,
견고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머신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 수집된 데이터를 생산 최적화를
지원하는 정보로 전환합니다. 스마트 머신이 연결 및 통합되면, 실시간
정보의 활용, 안전과 보안, 그리고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원격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머신에 적용되는 기술
원격 엑세스

뛰어난 안전성 /
보안

실시간
환
데이터 교환

강화된 관계로부터 두 당사자 모두에게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스마트 머신이나 장비를 완전하게 파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게 되고, 장비제조업체는 엔드유저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제조업체는 조력자로서 보다 스마트하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각
엔드유저의 성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모니터링 :
스마트 머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사용자가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줍니다 .
ARC 어드바이저리 그룹 (ARC Advisory Group)이 장비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의 보수작업은 원격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하거나 현장 직원의 간단한 도움을 받아 웹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와 데이터를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면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옵션에 대해 보다 쉽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장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성과 기반의 서비스 :
데이터 분석

상시 온라인

사전 / 사후 유지보수

더 많은 엔드유저들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이동해가면서, 시설에
쉽게 통합되고,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머신과 장비에 대한 필요성도
늘고 있습니다. 장비제조업체에게 과정의 첫 단계는 엔드유저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여정에서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관련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 올바른 기술과 기능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소모자재 :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들이 일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품,
자재 및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자 포장기계를 제공하는
장비제조업체는 원자재 , 소모자재 및 기계적 부품을 월간 서비스로
제공하여 엔드유저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엔드유저들은 정보로 지원되며, 향상된 보안 및 간소화된 통합, 변화하는
환경과 사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주는 스마트 머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 스마트 머신과 장비는 위험과 생산 비용을 줄이며
새로운 매출 흐름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업체와 고객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4.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장비 :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계와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필요한
서비스 ( 원격 모니터링 , 사전 유지보수 등 ) 를 번들로 만들어 제공하고
월정액을 받습니다 . 상자 포장기계 제조업체의 예를 들면 , 업체는
포장기계와 유지보수를 위해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를 함께 고객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신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들은 장비제조업체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고객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 장비제조업체와 고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엔드유저는
스마트 자산의 연결성과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제조업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장비제조업체들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고 , 단발성 장비 판매가 아니라 연간 반복되는
서비스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스마트 머신 서비스는
기업과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과 달성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이해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와
보다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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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머신 서비스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사용해 엔드유저에게
특정 결과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SLA에는 보편적으로 직원과 부품
응답시간 , 장비의 처리역량 , 장비의 가용성 등이 포함됩니다 . 장비
상태에 대한 원격 가시성과 사전 및 사후 대응 서비스 역량을 두루 갖춘
장비제조업체는 이러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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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서의 스마트 안전

미래의 시설

안전 전문가들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 안전, 생산성 및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 향상, 안전 위험에 대한 이해, 안전과 관련된 다운타임
감소 , 안전 시스템의 사용 또는 오용 여부 평가 , 규제준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분석가들은 2020년까지 총 310억 대의 장치가, 2025년까지는 750억대의
장치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그 중 절반은 산업 환경에서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초연결된 제조의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자동화를 최적화해주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쟁력까지 향상시켜 주는
스마트 매뉴팩처링 전략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안전 장치들의 경우 , 보다 많은 진단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배선이
복잡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안전 솔루션은 더 많은 진단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 배선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통합 스마트 안전 솔루션은 장비나 생산 라인의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뷰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에 중점을 두고 정보 기술(IT )와 제조운영 기술(OT )을 한데 모아주는
정보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면 , 핵심적인 프로세스 데이터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면,
규제준수 목표를 달성하고 작업자들은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분석 툴은 수집된 데이터를 맞춤화와 실행이 가능한 정보로
전환해줍니다 . 이러한 분석 툴은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단계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문제는 물론 복잡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래의 시설은 고급 분석, 데이터
중심 운영, 디지털화, 스마트 안전 및 사이버보안에 최신 기술을 통합하는
시설입니다.

안전 및 운영 데이터의 저력을 활용하면 안전 규제준수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 시스템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 그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전환하면, 기계 생산성이 향상되고 다운타임이
최소화됩니다. LNS 리서치에 따르면, 안전에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은 재무
지표가 37% 향상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장비 설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디지털 트윈
장비 설계 업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정시에 예산 내에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역량과 혁신 사이에서 세심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운전을 하게 되면
간과한 부분이나 오류 등 새로운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설계가 성공에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시운전 중에
발견되는 설계 문제들은 보통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장비
설계업계의 일부 기업들은 초기 설계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함으로써 개발
후반부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통합된 모델링 환경에서 전체 시스템의 역학을
이해하고, 부품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정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특히 제품의 설계가 처음
시도되어 테스트된 적이 없는 경우 , 설계 이슈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보유하게 됩니다. 개념 단계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경우,
디지털 트윈은 엔지니어들에게 설계 조정 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념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서도, 엔지니어들은 가상 설계와 시운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광범위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 가상 현실 , 증강 현실 등의
새로운 기술은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생산 환경과 제조 공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가동된 후에는 장비와의 상호작용을
간소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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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전기차 생산을 간소화해주는
스마트 머신
보다 연결된 데이터 중심의 접근방식을 통한 전기 자동차 제조 간소화
전기 자동차 (EV ) 는 자동차 제조에 혁신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
2017년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투자에 대한 증가로 인해, 2023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2040년이 되면 모든 새로운
자동차 판매 중 54% 가 배터리 구동 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전기차 제조 운영을
혁신해 줄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전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새로운 배출 및
환경 규제, 자동차 추세, 정부 지원금,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은 모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있고 리콜의 위험이 적은 올바른 전기차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늘어나는 생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공급업체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를 위한 장비제조업체,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특수 배터리 권선
장비 제조업체 등, 모든 기업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데유 인텔리전트 장비 (Deyu Intelligent
Equipment Co., Ltd.)는 리튬 배터리 와인딩 머신을 제조하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원통형 및 각형 배터리를 위한 올인원 와인딩 장비의 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합니다.
데유는 보다 정밀한 장력 제어를 제공하는 리튬 배터리 와인딩 장비를
공급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고객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운송 기술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자체
인식 장비, 독립형 카트 기술 등은 제품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부 방법일 뿐입니다.

데유의 원통형 리튬 배터리용 차세대 올인원 와인딩 장비는
원통형 배터리 셀을 말아서 와인딩하고 배터리 탭을 용접하는
작업을 완전 자동화해줍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llen-Bradley
CompactLogix™ 컨트롤 시스템과 모션 제어를 위한 Kinetix® 서보
드라이브는 고도의 정밀 장력 제어로 이 새로운 와인딩 장비가 완전한
서보 와인딩과 언와인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 시작된 자동차 제조의 미래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동화 및 정보 기술 솔루션을 통해 , 장비의
생산성이 약 25% 향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장비제조업체들은 수익성을 향상시켜 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내의 한 선두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는 최근 배터리 셀의 에너지 용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조 기술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 역량을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높은 속도와
정밀도가 필요했지만, 기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배터리 제조기업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줄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세 부 적 인 개 념 증 명 (PoC ) 을 통 해 , 유 연 하 고 확 장 가 능 한 로 크 웰
오토메이션 자동화 플랫폼의 가치와 역량이 입증되었습니다.
마그네모션 (MagneMotion) Quick Stick 지능형 컨베이어 시스템은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소유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엔드유저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출시될 수백 가지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모델들을 위해,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업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업체까지 ,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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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존재합니다. 전기 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제조가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신생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쟁력 있고 고도로
유연하며 데이터 중심의 연결된 제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전기차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ASIA PACIFIC

선두기업들은 보다 연결된
데이터 중심의 접근방식을
도 입 하 고 커 넥 티 드
엔터프라이즈 (Connected
Enterprise)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 전기차 제조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접근방식은 많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연한
제조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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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히라타
히라타(Hirata)는 자동차
제조업차들에게 생산 장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인정 받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어셈블리 셀
시스템 (Assembly Cell System, ACS) 이라는 고유한 설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ACS는 기존 시스템보다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신속하게 구축해주는 조립 라인 시스템입니다. ACS는
고도로 표준화된 모듈들로 구성되며, 각 장치, 장비 및 부품의 가동 상태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생산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히라타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맞춤형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장비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장비가 기존 장비보다 작아야 했습니다.
장비 점유 면적이 동일한 생산 규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30%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라타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전체 솔루션을 위한 단일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대단히 타이트한 일정이고 업계 최초로 구축되는 장비였기
때문에 팀은 실시간으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으며, 해외에
위치한 엔드유저의 시설에서 전체 시스템의 오류 검출 및 시정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양산 라인
H히라타의 ACS 시스템은 장비를 설치 및 인증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을 보다 신속하게 개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간과 유지보수
작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조립 라인을
간소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히라타에게 제품 변경이나 향후의 조립 라인
변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각 ACS 모듈에는 다양한 제조 프로세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히라타는 처음에 ACS의 표준 셀을 사용해 장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비 면적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운영에 한 대의 ACS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 장비의 운영을 분석하고 하나의 스테이션에
최대 4 가지 운영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했습니다 .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히라타는 단일한 ACS에 다수(최대 3대)의 갠트리를
구현했습니다. 이 갠트리들은 최대 23개 축을 지원하는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로 제어되었습니다.
히라타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지원을 받아 최적화된 축 아키텍처와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고, 새로운 ACS 개념을 사용해 더 작은 점유면적으로
대규모의 정교한 고속, 고정밀 생산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장비가 이더넷을 통해 엔드유저의 생산 관리 시스템 (MES) 에 연결되기
때문에 , 장비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원격 진단과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히라타는 세계 어디에서나 장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ControlLogix® 컨트롤러는 각 셀에 부착되어 배터리
원료를 이동 및 조립하는 서보 모터를 제어합니다 . 높은 성능과 안전한
제어를 위해, 히라타는 ControlLogix L8과 GuardLogix® L7S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안전 토크 차단(Safe Torque Off ) 기능과 안전 이더넷(CIP safety)이 탑재된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EtherNet/IP 에서 통합 모션의 가치를
확장시켜 줍니다. 이외에도, 이 서보 드라이브는 시운전 시간을 줄이고 장비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간단한 배선과 공간 절약을 통해
히라타가 장비를 보다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히라타는 셀 간 컨베이어를 이동하는데 PowerFlex® 525 인버터를
사용했습니다. 혁신적인 모듈형 설계의 이 인버터는 신속하고 손쉬운 설치와
설정을 지원합니다.

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히라타
히라타에게 보통 중요한 지표는 주기 시간 , 가동률 , 수율입니다 .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히라타는 점유면적 감소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으로 표준화한 덕분에 총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내장된 애드온 명령어(AOI) 역량은 프로그래밍 시간을 약 30%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표준화된 제품으로 인해 장비의
면적도 30% 감소되었습니다.
일본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지원을 통해 , 팀은 신속하게 현지 지원을
제공하고 기동 시간을 10% 감소시켰습니다. 히라타는 엔드유저가 요구한
기간 내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양산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결과는 히라타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기타 제품과 병용했을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른 고객의 환경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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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커넥티드 HVAC 솔루션
2007 년 설립된 베트남의 퀴롱 (Qui Long) 리프리저레이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Refrigeration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는 다양한 업계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서비스 계약업체입니다. 퀴롱은 생명 과학 업계, 위생 환경 및 병원을
위한 기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냉난방 공조(HVAC) 시스템과
관련된 컨설팅, 설계, 비품, 구축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준 충족 및 성과 측정

업계의 고유한 도전과제 파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퀴롱의 엔드유저들 역시 새로운 솔루션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정보를
끊김없이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퀴롱과 고객들은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풍부한 분석 및 이력 정보와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퀴롱(Qui Long)은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해주고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연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프로젝트의 목표는 효율성 ( 제품의 시장 출시 포함 ) 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극소화하며 시스템의 상태를 언제든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비용을 절감해주어야
했습니다.
기존의 다이렉트 디지털 제어를 사용하는 HVAC 시스템에 존재하는
유연성이나 연결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 퀴롱은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력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운
솔루션은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생명과학 업계의 규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생명과학 기업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 제어와 정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퀴롱이 설치한 솔루션은 코드와 애플리케이션을 표준화하여 엔지니어링
시간과 관리 비용을 감소해주는 것은 물론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아키텍처와 EtherNet/IP 네트워크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 또한
업계의 기술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며 고객이 업계의
엄격한 규제 표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이 프로젝트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퀴롱은 현지 계약업체로는
처음으로 EU-GMP 적합 제약 공장을 위해 HVAC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엔지니어와 분야 전문가들은 퀴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퀴롱의 엔지니어링 팀이 경쟁력을 구축하고 모범 사례를 따르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엔드유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퀴롱은 엔드유저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솔루션의
핵심 요소는 각 공기 처리 장치의 온도, 압력, 공기 흐름에 대한 제어를
냉각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Allen-Bradley Connected

Components Controllers
입니다. PowerFlex
인버터는 유연한 설계와
구현 을 향상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퀴롱과
엔드유저들은 FactoryTalk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전체 시스템은 물론 각
영역 별로 정보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및 제어 시스템
역량도 강화됩니다.

퀴롱은 현지 계약업체로는 처음으로 EU-GMP 적합 제약 공장을 위해 HVAC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통합 시스템은 끊김없는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제실 관리자는 파라미터, 공기 처리 장치의 상태, 냉각기의 작동 상태
및 에너지 소비 정보는 물론 모든 알람 , 이벤트 또는 비정상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계와 프로세스 장비 간의 연결성이 향상되어, 다른
시스템들과 쉽게 통합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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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롱의 담당 임원 바 안 트란(Ba Anh Tran)은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협력은 보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위한 시작일 뿐이며, 베트남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나 커넥티트 엔터프라이즈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기업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퀴롱이 새로운 솔루션들을
개발, 혁신 및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퀴롱이 업계의 기존 및
신규 고객들에게 강력한 가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생명과학 업계에서
선두적인 HVAC 솔루션 공급업체가 된다는 목표를 지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ASE STUDY

델타 로봇, 국내 포장기계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고급 모션 솔루션을 이용해 포장 효율 및 속도 증가
맛김 포장업체로는 국내 최고의 납품실적을 보유한 한양포장기계는 ,
삼면포장기계, 자동공급장치 등을 직접 설계, 제작, 설치하는 포장 자동화
전문업체로서 자동포장기계 및 전, 후 공급 장치류 자동화 기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초를 얇게 건조시켜 구운 맛김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찬입니다.
김은 포장 과정에서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작업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맛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포장 기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한양포장기계는 자사에 자동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자동화 솔루션
한양포장기계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 포장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엔드유저 측의 납품 지연 문제입니다. 수동 포장
작업으로 인해 작업자의 실수가 발생해 납품이 지연되었고 , 정확도와
유연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Allen-Bradley PanelView Plus 7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로더(loader)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동적으로 정보를 모니터링,
제어 및 표시할 필요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포장기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양포장기계는 더
많은 기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인력으로는 제조 용량을
충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 한양포장기계는 자동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스마트 머신으로 지원되는 스마트 매뉴팩처링

한양포장기계는 델타 로봇을 김 포장 업계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이
분야에서 최다 고객과 최고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o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양포장기계는 장비
설계에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취했습니다 . 별도의 로봇 제어 환경이
포함되는 기존 장비들과는 달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아키텍처에
기반한 델타 로봇은 단일한 제어 플랫폼을 사용해 로봇 제어에서 인덱싱
및 이송까지 전체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하나의 제어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물론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한 공통 제어 플랫폼 , 공통 네트워크 및 설계 환경을 사용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솔루션을 통해, 한양포장기계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엔드유저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장비 덕분에 10~15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여름철 성수기에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비제조업체의 측면에서는 생산 자동화를 통해 매출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는 투자회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통합 아키텍처 시스템의 일부인 CompactLogix 5370 L3 컨트롤러는 모든
Logix 컨트롤러와 동일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정보 기능을 사용해, 모든 제어 분야를 위한 공통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일 제어 환경은 표준화된 컨트롤러와 하나의 제어 터치 스크린으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컨트롤러에 포함된 Kinematics
기능은 전체 장비의 설계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유지보수 작업자가
쉽게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시스템에는 CompactLogix 컨트롤러 이외에도,
Allen-Bradley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와 VP-시리즈 서보 모터가
포함됩니다. 서보 모터는 인덱싱 모션과 델타 로봇을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김기훈 차장은
"하나의 Allen-Bradley® CompactLogix® 5370 컨트롤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역량을 제공한다 ” 며 “ 로봇과 모든 서보
드라이브가 단일한 컨트롤러에 통합되었고 , Logix 의 표준화된 CIP
Sync/motion 플랫폼에 Kinematics 기능이 포함되어, 사용자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쉽게 고급 모션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포장기계에서 가장 널리 판매되는 Laver Cutting Machine:
김공급컨베이어, 용기(Tray)공급장치, 김공급 및 절단장치, 절단김
투입장치가 포함된 김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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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작업을 감소시켜 주는 자동화된
좌석 호이스트 시스템
세계 수준의 이 컨벤션 센터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좌석 시스템에는
혁신과 유연성이 결합되었습니다.
1987 년 호주 최초의 컨벤션 센터로
개관한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ACC)는
컨벤션 시설과 서비스를 선도하는
벤치마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ACC의 주요 회의장인 플레너리 홀은 경첩으로
연결된 좌석, 이동 가능한 벽, 회전형 좌석
드럼의 고유한 조합을 통해 모든 행사에 맞게
15가지 이상의 좌석 배치가 가능합니다. 좌석을
이동하는데는 HME 서비스가 업계 선두적인
기술을 적용해 설계, 구축 및 설치한 세계 최대의
좌석 드럼 호이스트 6대가 사용됩니다.

Compact GuardLogix 컨트롤러는 이더넷을
통해 모션과 안전을 단일한 컨트롤러에
통합합니다. Studio 5000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로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엔지니어링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시스템의 안전과 모션 측면을
프로그래밍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 이더넷
상으로 안전을 제공하며 호이스트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PowerFlex® 755 인버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주요 제어 캐비닛과 각
호이스트마다 설치된 호이스트 제어 캐비닛으로
구성된다. POINT I/O™ 모듈과 Stratix® 스위치를
사용하여 제어와 안전 필드 케이블을 단일한
이더넷 케이블로 통합할 수 있었다.”

간단한 제어 및 안전

혁신적이고 유연한 좌석 시스템 설계
HME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개방된 공간 또는
계단형 좌석이 배치된 공간으로 사용되는
행사장의 다목적 기능과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HME 서비스의 제어 시스템 관리자 존
게데스(John Geddes)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좌석들을 들어올려 천정 구조물에
고정시켜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 기계적으로
경첩이 부착된 좌석 베이는 신속 연결되는
리프팅 핀을 통해 호이스트에 연결된다. 리프팅
핀은 좌석 베이에서 신속하게 분리가 되며 ,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위로 올려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 위험 평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환경은 안전이 통합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llen-Bradley Compact
GuardLogix 시리즈 컨트롤러들에 기반해
구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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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이 뒷쪽 벽을 따라 약간 커브진 형태로
배열되기 때문에, 좌석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이스트의 이동을
모니터링하여 자동으로 위치 조정을 함으로써
기계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비 기사가
프로그래밍 된 푸시버튼을 활성화하고 안전 활성
푸시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파악되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시스템 가동이 중단됩니다.
게데스는 “좌석 시스템에서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며 , 밀접하게 연동된 피드백 장치들을
통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전환 및 수동 작업 감소
새로운 자동화 좌석 시스템은 수동작업의
필요성을 대폭 감소시켜 주었으며 신속하게 좌석
배치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 이제
20분 안에 모든 좌석들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이 가능해져 ACC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석 패널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 또는 극소화해주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찾기 위해 HME 서비스와 협력하게
되었다. 특별한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 HME 가 제공한
솔루션은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고 다수의 안전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
매니지먼트의 자산 및 빌딩 총괄 관리자 마이크
스미스(Mike Smith)

이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팬던트와 주요 제어
캐비닛에 있는 PanelView™ Plus 스크린에서
Fa c t o r yTa l k ® 소 프 트 웨 어 를 사 용 합 니 다 .
포괄적인 진단 및 시운전 제어는 주요
제어 캐비닛의 10 인치 PanelView™ Plus
터치스크린으로 접근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모두 6대의 좌석 시스템
호이스트를 관리합니다. 다수의 도르래 시스템과
함께 , 총 권상 용량은 240 톤에 달합니다 . 각
호이스트에는 2 개의 강철 와이어 로프 드럼과
2개의 제로 플릿 강철 와이어 로프 추적 도르래가
있습니다 . 로프가 적용되거나 제거되는 동안
추적 도르래는 드럼을 상하로 이동합니다.
각 드럼과 추적 도르래에는 위치 피드백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피드백 장치는
컨트롤러로 모니터링되며, 호이스트에 불일치가

경첩으로 연결된 좌석, 이동 가능한 벽, 회전형
좌석 드럼 등 플레너리 홀의 고유한 기능들은
모든 행사에 걸맞는 15가지 이상의 좌석 배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019년 4월 30일

인도네시아 4.0 지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RAOTM에서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어떻게 제조기업의 수율,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연결성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이 되어주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The Connected Enterprise)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활용해 연관성 있는 실시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정보로 지원되는 제조는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주요
도전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수익률 개선
• 생산성 향상

• 보안 위험 감소
• 자산 활용 향상

날짜:
시간:
2019년 4월 30일 8:30am ~ 5:30pm

• 리소스 최적화 관리

장소:
The Ritz-Carlton Jakarta, Mega Kuningan
그랜드 볼룸 Level 2

Jl. DR. Ide Anak Agung Gde Agung Kav. E1.1 No.1 • Kawasan Mega Kuningan –
Jakarta 12950, Indonesia

습득 연사 주도의 경험 세션,
기술 세션 참여 및 포럼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업계 지식 습득

경험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라이브 데모를 통한
최신 기술 및 솔루션 경험

#RAOTM19

네트워킹 업계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업계 선구자들과의 교류 및
원온원(one-on-one) 커뮤니케이션

TECHNOLOGY WATCH

장비를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스마트 머신과 장비는 제조기업을 보다 스마트하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시대에 접어들어 생산 및 기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 산업용 등급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스마트 머신의 핵심 구성요소로, 운영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는 정보에 기반해 보다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수가 500억 개가 넘고 수많은
산업용 사물인터넷 (IIoT ) 애플리케이션이 이들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 머신 및 장비에 투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단일 소스 솔루션은 일관성 있고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여 복잡성을 감소하고 문제해결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통합이 되면, 생산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다운타임을 감소시키며 총소유비용을 절감해줍니다.

더 스마트해진 센서
공장에 설치된 장비들의 상태를 분단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최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상시 유지하거나 계획에 없던 다운타임과 생산 손실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운타임을 감소해주며, 스마트
머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여 보다 스마트한 제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존의 센서들은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며 진단 또는 파라미터 데이터를
컨트롤러와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통합된 스마트 센서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의 특정 시점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뷰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
센서는 또한 스마트 머신의 도입과 운영을 촉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향상해줄 수 있습니다.

1. 장비 상태 모니터링
스마트 디바이스는 장비의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진단
데이터를 생성하고 로컬 및 원격 대시보드를 통해 문제 영역과 성능 추세를
파악 및 전송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센서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통합해주며,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자산을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여 통합 제어 및 정보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센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2. 가동시간 향상

새로운 Allen-Bradley 42AF RightSight M30 광전 센서는 스마트 센서
포트폴리오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제품입니다. 중간규모의 직각 하우징에서
향상된 환경 내성과 장거리 감지를 제공하는 RightSight M30 스마트 센서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유연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예측적 서비스는 불필요한 유지보수를 극소화함으로써 장비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시켜 줍니다. Ethernet/IP에 연결된 조건 기반의 모니터링이 전자
과부하 보호와 결합되어, 고도로 정확하고 안전한 모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조 운영 전반에서 자산 활용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3. 제조 민첩성 향상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새로운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 디바이스 설정을 다운로드하면 몇 분이 아니라 몇 밀리초
내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문제를 최대 90%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디바이스 및 다수의 센서 프로파일은 유연한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위해 신속한 제품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4. 안전과 생산성 향상
안전과 제어는 제조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생산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작업자가 문제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조절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감소하는데 이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상호작용은 자동으로 로그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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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소유비용(TCO)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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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 아도니스 에반젤리스타 (Adonis
Evangelista)는 “이 광전 센서는 불순물이 센서 렌즈에 축적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직각 하우징은 범용 30mm 노즈와 18mm 베이스 마운트를
제공하여 빠르고 유연한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합니다. IP67/IP69k/1200 psi
등급의 하우징은 RightSight M30 센서가 고압/고온 세척이 이루어지는
험한 산업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다수의 감지 모드가 포함된
이 센서는 또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조정이 불필요한 모델과
버튼 한번으로 감도 및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IO-Link 기능이 탑재된 이 센서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쉽게 통합되어,
센서에서 제어 시스템으로 데이터 및 진단 정보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
다운타임을 극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센서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 강도, 위치, 근접
알람, 타이밍 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압력 , 온도 , 모션 거리 , 흐름 레벨 등 모든 파라미터에 스마트 센서를
활용함으로써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대해 알면 모든 유형의 잠재적인 센서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합 스마트 센서 솔루션은 생산성을 5~10% 이상 향상시켜 줍니다 .
스마트 안전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면 , 생산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파트너십: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 안전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는 사람, 장비 및 프로세스를 보호해주고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소스 데이터를 제공해줍니다 . 스마트 센서는
공장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통합해주며 ,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자산을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와 끊김없는 연결성은 생산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은 효율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주고 운영을 보다 민첩하게 만들어줍니다 . 스마트 안전은
장비와 안전 제어를 표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다운타임을
감소시켜 주며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GuardShield 450L-E의 통합 레이저 얼라이먼트 시스템(ILAS)은
스틱의 전면 창에 위치한 ILAS 심볼을 간단하게 터치하기만 하면 설정이
최적화되는 다수의 가시 레이저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서 설치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 설정한 후 , 사용자는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캐스케이딩 (cascading), 내장형
뮤팅(muting) 및 블랭킹(blanking) 등 다양한 고급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uardShield 450L-E 라이트커튼의 고급 뮤팅 및 블랭킹 기능은 전용
플러그인 모듈에 위치한 DIP 스위치로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해상도,
TEACH 고정 블랭킹은 물론 4개 센서 또는 2개 센서를 사용하는 "L" 자형
구성과 "T" 자형 구성 등의 보편적인 뮤팅과 오버라이트 기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과 스마트 센서를 함께 사용하면 장비를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운영 데이터의 저력을 활용하면 안전 규제준수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안전 시스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전환하면 기계 생산성이 향상되고
다운타임이 최소화됩니다.
지능형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스마트한 연결 시스템은 운영과 유지보수가
보다 수월하며 가동시간을 향상시켜 줍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해
장비를 스마트하게 만들면 , 제조기업도 더 스마트하고 더 데이터
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면서, 스마트
머신과 장비의 통합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귀사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으로 가는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로크웰의 최신 라이트커튼 시스템 Allen-Bradley GuardShield 450L 안전
라이트커튼 시스템은 혁신적인 트랜시버(transceiver)기술이 적용되어
로봇 작업 셀과 다른 위험 장비의 경계를 보호해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안전 라이트커튼 사업부의 글로벌 제품 관리자
맨프레드 스타인 (Manfred Stein) 은 “ 사용자들은 새로운 라이트커튼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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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한 혁신 기술
자동차 업계는 빠르게 진화하고, 소비자들은 최신 기능과 스타일을
원합니다. 자동차들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더 진보
되고 더 나은 연결성을 제공하고,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개선을 통해 첨단 안전 기능, 연료 효율성, 퍼포먼스, 디자인 및 옵
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제품들은 프로젝트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자동차 업계에서
적절한 옵션이 될 수 없었습니다. QuickStick HT의 간단한 사용과 유연성
덕분에, KUKA는 그들의 요구사항과 일정에 맞게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었
습니다.

간단함의 미학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업체는 다양한 모델
과 변종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연성과 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
구를 충족하기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신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구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KUKA AG의 북미 법인 KUKA 시스템즈 노스 아메리카
(KUKA Systems North America)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및 산업 솔루션
분야에서 유연한 자동화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KUKA는 차체 접합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제조 자동화 제품들
을 자동차업계에 공급합니다.
자동화 수준이 낮은 생산 시설에서 유연성이 높은 제조 시스템, 그리고 개
별적인 하위 조립품 제조와 완전한 바디쉘 및 애드온 부품의 조립에 이르기
까지, KUKA는 자동화 및 반자동화 차체 생산의 전문기업으로 자부심을 갖
고 있습니다.

KUKA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여러 자동차 제조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스템이 도입된지 25년이 넘었고 주요 개선이 이루어진지 15년 이상 되었
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KUKA는 산업 표준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하
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전의 실현
KUKA는 자동차 제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레거시 시스템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길 원했습니다. KUKA의 엔
지니어들은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KUKA는 마그네모
션(MagneMotion)의 QuickStick HT 독립형 카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
습니다.

KUKA의 PULSE 사업부 담당이사인 케빈 로렌스(Kevin Laurence)는 마그
네모션의 QuickStick HT 독립형 카트 기술을 보고 "처음으로 빌딩 블록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검토했던 다른 제품
들은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너무 비용이 높거나, 유연성이 부족
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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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모터와 별도의 드라이브로 구성된 QuickStick HT는 통합된 위치 감지
기능을 사용해 트랙에서 각 캐리어들을 독립적으로 제어합니다. 가속, 감속,
속도 및 위치 모두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고정된 속도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단계가 완료되면 운반 차체 부분은 로봇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간단한 게 최고입니다. 시스템 부품이 적을수
록 디자인도 간단해지고 성능이 더 좋으며 유지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입니
다. 기존의 롤러 기반 베드와 트롤리 시스템과 비교해, 1세대 KS PULSE 시
스템은 고유한 부품 수가 200개에서 14개로 줄었습니다. 성능도 대폭 향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역폭과 통신 프로토콜이 더 발전해나가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최신 릴리즈에는 향상된 QuickStick HT 기능으
로 지원되는 획기적인 개선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기 시스템은 직접 배선되었으며 RS-422 직렬 통신을 사용하는 노드 컨트
롤러에 기반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제품에는 이더넷과 호환되는 노드 컨트
롤러가 포함되며 네트워크 대역폭이 더 높습니다.
로렌스는 “직접 배선된 RS-422 통신은 한계가 있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며 “EtherNet/IP에 기반해 구축된 최신 KS
PULSE 시스템은 용량도 더 크고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잘 아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APPLICATION
APPLICATION PROFILE
PROFILE

부품 수를 감소시켜 주는 통합 안전

모듈형 시스템의 장점

이 외 에 도 , 기 존 QuickStick HT 는 잘 알 려 지 지 않 은 드 라 이 브 에
의존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는 이제 Allen-Bradley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KS PULSE의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도 하드웨어에서 사용된
접근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도 하드웨어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방식이 반영되어 , 쉽게 설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고 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로렌스는 “잘 알려진 표준 서보 드라이브를 사용함으로써 업계의
통합업체들이 제품에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용자들도
쉽게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inetix 5700 서보에는 또한 안전 토크 차단 (Safe Torque-Off, STO)
등의 고급 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STO 기능은 전체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선형 모터의 회전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장비가 보다
안전하게 중단될 수 있으며 더 신속하게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로렌스는 “기존 솔루션에서 안전 기능을 확보하려면 안전 등급 릴레이와
전자접촉기 등 광범위한 안전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했고 이는 추가적인
배선을 의미했다”며 “내장된 안전 기능 덕분에,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과
잠재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고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전원 공급 장치
KUKA 시스템은 또한 전원 공급장치와 연결 시스템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방식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Kinetix 5700
드라이브와 함께, QuickStick HT 업데이트에는 Kinetix와 호환 가능한
전원 공급장치가 통합되었습니다.
로렌스는 “ 이전의 KS PULSE 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전원 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다른 변압기에 의존했고 , 각 변압기마다 ,
고유한 부품 번호와 배선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KUKA 시스템은 더 이상 유입
전압의 변동을 조절하기 위한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부품과 배선도 대신에, 이제 KUKA는 단일한 표준 버전을 사용합니다.
로렌스는 “패널에 배선된 단자대 덕분에 케이블 교환이 훨씬 쉬워졌다”며
“커넥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고객이 케이블을 교환하기 위해 박스를 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 요구사항을 줄임으로써, KUKA 시스템은 모든 단계에서
통합의 복잡성을 감소했습니다.
로렌스는 “KS PULSE 이송 시스템을 보다 ' 플러그 앤 플레이 ' 방식으로
만들고 더 모듈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 최신 버전은 그
목표가 달성되어 미래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을 위한 추가적인 가치 제공
“QuickStick 은 KUKA 가 고객에게 측정 가능한 모든 기준을 향상시켜
주는 혁신적이고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로렌스는 말했습니다 . 그는 “ 더 유연한 동시에 , 두 배 더 빠르고 , 부품
수는 1/10 에 불과하다 . 외부에 위치하는 장치는 전혀 없으며 전력
소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평균고장간격 (MTBF) 은 훨씬 더 향상되었고
평균고장수리시간 (MT TR) 은 대폭 감소되었다 " 며 " 이러한 기준으로
고객들이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홈런을 쏘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업그레이드를 통해 QuickStick 지능형 컨베이어는 KUKA가 그동안
바래왔던 획기적인 턴키 솔루션을 자동차 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therNet/IP를 활용하는 향상된 통신, 간단한 안전 설정, 전원 공급장치
및 연결 시스템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방식 ,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쉬운 설정을 지원하는 KUKA PULSE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해 다양한 모델과 변종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연성과 속도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로렌스는 “ 마그네모션의 QuickStick 기술이
적용된 KUKA PULSE는 전자동 차체 조립 시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장비 대비, PULSE는 정말 많은 혜택들은 제공한다. 공장 현장에 처음
로봇이 등장한 이후,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이보다 더 큰 혁신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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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고압 소프트 스타터
Allen-Bradley Bulletin 1560F/1562F 고압 소프트 스타터
컨트롤러는 향상된 진단과 계측 기능을 통해, 모터 및 컨트롤러
보호, 전원 및 에너지 모니터링, 트렌딩 및 성능 진단, '스냅샷' 진단,
폴트 및 알람 이벤트 로그 등 더 많은 작동 모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를 충족해줍니다.

소프트 스타트 컨트롤러에는 또한 시운전
마법사, 자동 튜닝 기능, 토크 제어 기동,
펌프 컨트롤 모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Bulletin 1560/1562F 차세대 고압 소프트 스타트 컨트롤러에는 향상된
SMC-50 스마트 모터 컨트롤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유연한 작동 모드와 고급 진단 기능을 통해 확실한 시장 차별화를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전반에서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씬 클라이언트 확장 라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는 디바이스와 사용자들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장 현장 전반에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관계로 , 제조업체들은 수많은 콘텐츠 소스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확장된 Allen-Bradley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는 Thin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조업체들이 보다 쉽게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 맷 핸슨(Matt Hansen)은 “VersaView
5200 포트폴리오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제품들은 엔드유저가 다양한
해상도로 제공되는 디스플레이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며
“ThinManag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고객은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니즈에 맞게 씬 클라이언트 하드웨어를 매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장된 VersaView 5200 포트폴리오에는 싱글 디스플레이 , 듀얼
디스플레이, 듀얼 4K 디스플레이, 멀티 4K 디스플레이 및 통합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멀티 4K는 업계 최초로 7개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ThinManager 소프트웨어로 전격 지원됩니다.
새로운 씬 클라이언트들은 저마다 고유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하게
설계된 싱글 디스플레이에는 싱글 디스플레이포트 비디오 출력이
포함됩니다. 듀얼 4K 디스플레이에는 보다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 고성능 쿼드 코어 인텔 아톰 CPU가 포함됩니다. 멀티 4K
디스플레이는 다수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고성능
쿼드 코어 인텔 i5 CPU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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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포함되지 않은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는
VersaView 5100 모니터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솔루션은 모니터와 씬 클라이언트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교체가 가능합니다.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는 ThinManager 소프트웨어와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ThinManager 소프트웨어는 콘텐츠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현대 산업 운영의 모든 컨텐츠를 가시화 해줍니다 .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와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간소화되어 가동중단이나
유지보수 작업이 대폭 감소됩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위치 기반
Relevance 기술은 역할과 위치에 기반한 올바른 컨텐츠를 공급해줍니다.

ThinManager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케이블 및 전원 연결 후 , 부팅하자마자 정보를
수신하기 시작하며, 디바이스 설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디바이스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각 장비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장비가 소실되어도 민감 정보가 손실될 확률이 적습니다.
ThinManager 소프트웨어는 지문 스캔을 사용한 생체 인증 등 다중 요소
사용자 인증을 제공합니다.

PRODUCT & SOLUTION FOCUS

독립형 장비의 개발 시간을 단축해주는
소프트웨어

높은 수준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Micro870 컨트롤러

장비제조업체들은 최신 커넥티드 컴포넌트 워크벤치
소프트웨어(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Software)
버전을 사용해 설계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독립형 장비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개별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간 절약이 가능한 솔루션을 찾고 있는 장비제조업체와
엔드유저들은 Micro800 제품군을 선택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Micro870 컨트롤러는 더 높은 수준의 확장성 , 유연성 및 맞춤화를
제공합니다.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설정, HMI 에디터가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된 version 12는 Logix 테마를 사용해 보다 편리한 Logix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독립형 장비의 개발을 간소화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간단한 코드, 사용자 정의 기능, 사용자 정의
함수 블록을 통해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단축 컨트롤러와 애플리케이션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과 컨버터 툴로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Micro850 컨트롤러보다 두 배 더 큰 메모리와 최대 8 개의 확장
I/O 모듈을 지원하는 Micro870 컨트롤러는 더 크고 복잡한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에 Micro800 컨트롤러 플랫폼의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Micro870 컨트롤러는 이제 120V AC 입력 유형으로도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최신 커넥티드 컴포넌트 워크벤치 소프트웨어는 보안 강화를
위해 FactoryTalk Linx로의 디바이스 통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EtherNet/
IP에 기반한 Micro850® 48-pt 컨트롤러 시뮬레이터와, 확장 I/O 모듈과
Micro800™ 플러그인을 사용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 시뮬레이션이
포함됩니다.
최신 버전에는 또한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PanelView 800 DesignSta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V AC 입력의
Micro870 24점 컨트롤러, E200 전자 과부하 릴레이를 지원하며, 755T
인버터 등 PowerFlex 인버터들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트렌딩을
제공합니다.

Powerohm
Typee PW Brakingg Modules for
Powerflex®® Drives

고성능 컬러 감지
새로운 Allen-Bradley 46CLR 트루 컬러 센서는 고성능 컬러 감지
솔루션입니다. 식음료, 자동차, 제조, 소비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허 출원된 거리 교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최대 65mm 까지의
범위에서 일관성 있는 컬러
감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색상 매치 모드에서
작동되는 경우 최대 7가지
색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진단
및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연결을 지원하는 IO-Link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AC Voltage: 208 – 720V
• Amps RMS: 50 - 1200A

Powerohm
TType PK Series
Brakingg KKits
its for Le
Legacy
egacy Drives
D
&
Kinex®® Servo

Powerohm
Type PF Braking
Brak
akking Resistors for
Powerflex®® & Legacy Drives

• Mill Galvanized Enclosure
• N.C. Temperature Switch
• 2-Point Terminal Block

Featured in Rockwell
Automaon Design Soware
•Proposal Works™
•Moon Analyzer

• Replace 1336MOD-KA,B, & C
• Replace 1336-KA, B, & C

Factory Contact
Ph.: 859-384-8088 Ext. 2
Fax: 859-384-8099
Email: sales@powerohm.com

www.poweroh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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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처리를 향상시켜 주는
최신 FactoryTalk Warehouse
Management 시스템

AADvance-Trusted SIS

물류 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물류 창고나
배송센터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좌지우지합니다 . 제조업체는
고품질 제품을 보다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생산 및 배송하길
원합니다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지원되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엔드유저들이 생산과 공급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ADvance 세이프티 시스템은 유연한
컨트롤러 이중화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안전 계기
시스템(SIS)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부분에 다양한 수준의 모듈
이중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이 솔루션은 공장 전반에서
요구되는 안전 무결성 및 가용성 수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신 FactoryTalk Warehouse Management 시스템은 물류창고에서
물류 처리과정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재고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하며 , 물류 처리 단계
감소, 처리 오류 감소, 재고 관리 강화, 재고 추적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해
물류창고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외에도, 제약업계는 약품 원료의 입출고 및 처리 과정을 대폭
간소화해주는 FactoryTalk PharmaSuite 를 밀접하게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프로세스 및 안전 통합

최신 AADvance-Trusted SIS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툴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 AADvance Workbench 및 Trusted Toolset
더 빠르게 개발 및 조합이 가능해, 각 프로세스의 안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로 툴을 설치, 학습 또는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개발 환경은 최신 윈도우 버전을 지원하며,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기존 AADvance 및
Trusted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구축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새로운 광전 센서
고성능 센서는 식음료, 물류 처리, 포장 등 다양한 업계를 위해
장거리 감지와 향상된 환경 내성을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새로 선보이는 Allen-Bradley 42AF RightSight
M30 광전 센서는 스마트 센서 포트폴리오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제품입니다. 중간 규모의 직각 하우징에서 향상된 환경 내성과 장거리
감지를 제공하는 RightSight M30 스마트 센서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연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관리자 아도니스 에반젤리스타 (Adonis
Evangelista)는 “이 광전 센서는 불순물이 센서 렌즈에 축적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합니다.

IO-Link 기능이 탑재된 이 센서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쉽게
통합되어 , 센서에서 제어 시스템으로 데이터 및 진단 정보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
센서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 강도, 위치, 근접 알람, 타이밍 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60도의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LED 상태 표시기는 설정, 모니터링 및
문제 진단을 보다 쉽게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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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직각 하우징은 범용 30mm 노즈와 18mm 베이스 마운트를
제공하여 빠르고 유연한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합니다. IP67/IP69k/1200
psi 등급의 하우징은 RightSight M30 센서가 고압 / 고온 세척이
이루어지는 험한 산업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 다수의
감지 모드가 포함된 이 센서는 또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조정이
불필요한 모델과 버튼 한번으로 감도 및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PRODUCT & SOLUTION FOCUS

작업자가 보다 나은 생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Allen-Bradley 컨트롤러
Allen-Bradley 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는 Logix 제어와
윈도우 기반 컴퓨팅을 하나의 컨트롤러에 결합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새로운 Allen-Bradley 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를 사용해 산업 현장의 작업자들은 생산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하고 보다 정보에 기반한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Logix 제어 엔진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IoT 엔터프라이즈 운영체제를
단일한 플랫폼에 결합하여, 작업자들이 장비 정보를 소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컨트롤러 사업부의 글로벌 제품 관리자인 제이슨
쇼 (Jason Shaw) 는 “ 컨트롤러는 장비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비 레벨에서 작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표시해준다”며 “이러한 통찰을
생성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 작업자들은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들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트롤러는 장비 레벨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대기시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제어 정보를 소스에서 확인하고 , 다른
정보들을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로 레벨로 상향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현장에
별도의 PC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어 장비의 점유 면적도 줄어듭니다.

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는 최대 150 개 모션 축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간소화된 아키텍처와 작은
점유면적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규모의 포장, 컨버팅, 인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또한 더 빠른 스캔 시간과 모션
루프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장비의 수율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LNS 리 서 치 의 사 장 겸 수 석 분 석 가 인 매 튜 리 틀 필 드 (Matthew
Littlefield) 는 “ 산업용 IoT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컨트롤러에는 사용자 인증 및 승인 , 역할 기반의 액세스 , 디지털 서명
암호화 등 다수의 보안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운영체제가
제어 엔진과는 별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 운영체제에 문제가 발생해도
장비나 라인 제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아키텍처 간에 선택을 할 수 없고 둘 다
필요하다”며 “장비 레벨에서 제어 시스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클라우드에서 통찰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은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민첩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소형 GuardLogix 5380 안전 컨트롤러
보다 빠른 안전 대응을 위한 최적화로 안전 거리 및 부상 위험 감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최신 글로벌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제어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제품군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Compact GuardLogix 5380 안전
컨트롤러는 통합 제어와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장
최적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Compact GuardLogix
5380 안 전 컨 트 롤 러 는
고성능 및 통합 안전을
위해 확장 가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머신과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성능, 용량,
생산성 및 보안이 향상된 Compact GuardLogix 5380 안전 컨트롤러는
축 모션과 I/O 포인트가 적은 중소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험한 환경을 위해 컨포멀 코팅이 된 모델로도 제공됩니다.
최신 Compact GuardLogix 컨트롤러는 표준 및 안전 제어를 위한
단일한 컨트롤러와 표준 및 안전 제어 기능 모두를 위한 단일 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컨트롤러의 안전 기능들은
드라이브 및 모션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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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머신

을

만듭니다.

귀사의 장비는 이제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혁신적인 스마트 머신을 통해
더 많은 시장과 가치 및 수익 창출을 실현하십시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귀사 고객들의 우선순위와
장비제조업체들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스마트 머신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십시오.
더 많은 정보로, 최적화하십시오
rok.auto/smartmach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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