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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이 운영 모델, 생산, 가치 사슬을 혁신할
필요성을 자극했습니다. 조직은 디지털화를 가속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비자와
직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생산 애플리케이션, 자산 그리고
제조운영기술(OT)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기술 부족, 노후화, 운영의 복잡성 증가 등 추가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은 어느 정도의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인프라는 자산, 사람 및 정보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결 역량이 향상되면 보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도 더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혁신과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면 인프라를 보호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네트워크 가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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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개발 및 구현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는 업계, 기술, 운영 및 애플리케이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 운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커넥티드 서비스가 어떻게 디지털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함으로써
장비의 생산성과 보안을 향상해 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산업 자산 성능
서비스가 어떻게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가용성을 개선하며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외에도 최신 상품과 기술,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 사례 연구, 최신 기업 뉴스와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 또는 구독 취소는 웹사이트 :

이번 호 Automation Today가 변화하는 운영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kr/go/ATAP를
방문하십시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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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컴퓨팅은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가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 및 분석되는 위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분산 컴퓨팅
모델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기존 제어 및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도 같은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장비제조업체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을 지원하는 스마트 장비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변화하는
Industry 4.0 및 스마트 제조 요구를 지원하는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 어떻게 기업의 고유한 니즈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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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들도 다뤄봅니다. 주요
주제는 산업 운영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정보 인프라를 위한 현대적이고 안전한
기반;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 준비되셨습니까?

발행인 및 인쇄인

ROCKWELL AUTOMATION KOREA
Tel: 02)2188-4491 Fax: 02)564-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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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컴퓨팅을 위해
장비제조업체가
반드시 갖춰야 할 10가지 기능

스콧 울드리지
(Scott Wooldridge)
President, Asia Pacific Region
Rockwell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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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기능이 내장된 시스템이 요구사항 목록의 맨 위에 와야 합니다.
최고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사전 설정된 가상 머신(VM)과 함께
제공되며, 새로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에 기존 모니터링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장비 설계 덕분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씬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원격으로 장비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이중화가 내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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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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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솔루션과
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장비들을 밀접하게 통합해 기업과 클라우드에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조직은 시장 또는 생산 변화에 맞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정보가 센서에서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로 직접 전송할 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시간과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한 쌍으로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노드가 모니터링 및 제어 소프트웨어나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변경, 스크립트, 확장 튜닝, 설정 및 설치 없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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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설계된 기계는 설계, 구성 요소 또는 아키텍처를 수정하지
않아도 기능과 성능 측면에서 확장이 가능하여, 니즈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과 역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에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 플랫폼의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는 ISA/IEC 62443 지침을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며, 제품의 보안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호스트 기반 방화벽, 제한된 USB 포트, 인증 및
액티브 디렉터리 통합, 보안 통신 프로토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등급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엣지 장비는 척박한 공장 환경, 극한의 고온 및 저온 환경, 진동 장비 근처,
지속적인 충격을 받는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종료하지 않아도 되는 무선 센서 디자인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유한 외부 디자인을 사용하면, 지능형 제조의 세계로 진입하는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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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원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시스템 설정 및 사용자 기본 설정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간단하게 시스템의 백업과 복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컴퓨터로 백업 및 복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여러 현장, 특히
원격 또는 무인 현장에서 여러 대의 장비를 구현한 경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장비제조업체 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가 존재하지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직면한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설계를 시장에 출시하는 엔지니어와 기계 설계자는 신기술로
가능한 개선과 관련된 비용 증가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가치 있는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컴퓨팅’으로 폭넓게 정의되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제조운영 기술(OT)과 정보 기술(IT) 요구사항을 모두
지원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고객 현장에서 쉽게 설치, 설정, 배포 및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therNet/IP는 ODVA의 등록 상표입니다.
Microsoft Azure는 Microsoft의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와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업체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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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메이션 페어 2020
(Automation Fair At Home)

PSUG 행사의 혜택:
•
실질적인 기술 세션 및 실습 랩 - 최신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실습 기회 제공
•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보유한 IT/OT 전문성의 역량과
가치를 보여주는 Automation Fair 2020 행사는 새로운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맞춤화된 고객 경험, 디지털 스레드 데모 및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가상(Virtual) 및 현장(in-person) 고객 투어에 참여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생생한 제조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Automation Fair at Home에서는 제조 운영이 현재와 미래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드는 데 최신 제품, 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고객 사례 - 로크웰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통해
이룬 혁신적인 접근 방법, 탁월한 ROI, 성공 사례 발표
우수한 네트워킹 기회 - 광범위한 업계 프로세스 전문가 및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행정 및 법무 책임자의
리더십 역할 확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리더십 역할을 확장하고 레베카
(베키) 하우스(Rebecca (Becky) House)를 수석 부사장 겸
최고 행정 및 법무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이 새로운
직책을 통해, 하우스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법무, 윤리 및
규제 준수, 글로벌 보안, 홍보, 환경, 보건 및 안전 팀을 감독하는
기존 업무 이외에, 기업 문화의 진화 가속, 인사 및 인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전의 최고 법무 책임자를 지낸 하우스는 이제 블레이크 모렛
회장의 직속으로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블레이크 모렛 회장은 "에너지, 비즈니스
및 법률 지식은 물론 로크웰 오토메이션, 문화, 직원 및 브랜드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레베카 하우스는 이 새롭고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격"이라며 "레베카 하우스가 전략을 추진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실현이라는 목표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베카 하우스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에게 중요한 시기에 이
직책을 맡아 블레이크의 리더십 하에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 세계에 있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임직원들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습니다.

프로세스 솔루션 사용자 그룹(PSUG)
(Process Solutions Users Group 2020)
5일간 진행되는 업계 선도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최신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십시오.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조 연설과,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기술 및 고객 애플리케이션
세션, 실용적인 실습 랩을 통해, PSUG는 제어 전략, 최적화, 프로세스
안전 등 업계의 실무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생산 관련
도전과제를 해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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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이 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2019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CRR)를 발간하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허브를 개설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2019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집중 조명하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2019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CRR)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방식의 핵심에 두겠다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세계적인 산업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 리더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보고서는 직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욱 포용적인 일터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배기가스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촉매제가
되어준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살펴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보고서 발간과 함께 최근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콘텐츠 허브를 출시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콘텐츠 허브는 연중 사회적 책임 활동과 성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블레이크 모렛(Blake Moret) 회장은 "100년
전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들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에 포함된 성과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에 의해 영원히
변화한 세상을 헤쳐 나가는 가운데, 직원, 고객,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기업
내외에서 인간의 가능성 확장(Expanding Human Possibility)이라는
사명을 위해 변함없이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 전략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영향을 준 강력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요 하이라이트:
•
지속 가능한 고객:2019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비영리 단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이 비영리 조직의
생산 능력은 2019년 한 해에만 20%가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과
협력하여 호주 본토의 연안 지역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
기업을 위해 여건이 허락한다면 100% 재생 가능한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드로 에너지
허브(Hydro Energy Hub)"를 설치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기업: 2019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9,900톤의
폐기물 중 8,500톤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했습니다. 또한
직원 100명당 0.37건이라는 작업자 안전율을 기록해,
연간 0.40건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의 기업
평등 지수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
습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2019년 총
기부 금액은 거의 900만 달러에 달하며, STEM 교육, 인재 및
자산, 재해 복구 및 복구 프로그램이 주요 기부 영역입니다.
현물 지원 외에도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직원들은
청소년들에게 과학 및 기술 리더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이니셔티브인 'For Inspiration and Recognition of Science &
Technology (FIRST)'프로그램을 통해 221개의 글로벌 팀을
멘토링했습니다. 북미 지역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인 Academy of Advanced Manufacturing(AAM)을
통해 제대한 군인들의 성공적인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SIA PACIFIC EVENTS

Automation Fair at Home은 실습 교육 세션과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여, 각 업계가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PartnerNetwork™ 회원사 및
진취적인 혁신 전문가들이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 세션들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

GLOBAL EVENTS

2020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Automation Fair At
Home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나보십시오. 이 행사는 최신 솔루션과
혁신 확인, 기술 전문가 및 경영자들과의 상호작용, 흥미로운 실습
랩, 교육 세션, 산업별 포럼 및 기조 연설 참여 그리고 업계 선도적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NEWS & EVENTS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환경, 보건 및 안전(EHS) 담당 이사인
메이조 써먼(Majo Thur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접근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진화하는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새로운 환경 목표를
분석 및 설정하고, 기업 책임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며,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베카 하우스는 FMI Funds, Inc., Mind Research Institute 및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가정 폭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저너(Sojourner) 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입사하기 전에는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son Inc.)에서 법률 보좌관 및 이사회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이전에는 밀워키에 위치한 폴리 앤 라드너(Foley&Lardner)에서
파트너로 근무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를 졸업했고,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우등으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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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운영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장비가 다운되면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 부족, 노후화의 위험, 운영 복잡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외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운영 모델, 제품, 생산 및 가치 사슬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생산 현장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보조를 맞춰야만 합니다. 현 시스템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지원 및 보수하고 직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혁신, 분야별 전문 지식 및 청렴한 조직 문화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투자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솔루션에 가치를 더해줍니다.
직면하는 도전과제는 기업이 속한 산업, 지역 또는 일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나 지역에는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다른
공장은 안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의
성능이나 공장의 성과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시설의 기술을 현대화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는 오늘날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모빌리티, 인공 지능, 스마트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려면,
먼저 제조운영기술(OT )과 정보기술(IT )의 융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와 분석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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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가상화
생산 현장에 있는 산업 자산과 기업의 나머지 가치 사슬의 긴밀한
통합을 위해서는,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 및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와
보안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견고하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산업 인프라에서 사이버 위험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취약성, 설정 오류,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 연결을 예방적으로
발견하면, 사이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는
네트워크와 가상화 인프라를 모니터링, 관리 및 유지 보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산업 데이터 센터(IDC) 같은 사전 엔지니어링
된 솔루션은 기업이 가상화 환경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IDC에는 제조업 및 생산업에
맞게 사전 설정된 업계 리더들의 장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IDC에 새로 추가된 Versa Virtual은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이
완전하게 설정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설치를 위해 IT 또는 OT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Innovation Suite 또는 PlantPAx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이 되어줍니다. Versa
Virtual과 IDC 제품군을 통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예방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서비스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더욱 디지털화된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와
교환을 지원합니다. 급변하는 생산, 공급망 및 인력에 대한 요구에
적응하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구현하면, 팀 간, 교대 조 간 또는 조직 간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라이프사이클 서비스(Lifecycle Services)
그룹은 새로운 공장의 설계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과 그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디지털 지원을 통해
장비의 생산성과 보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운영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필요에 맞게 지원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이든, 전 세계에 완전한 OT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일이든, OT 영역에 초점을 맞춘 커넥티드
서비스는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의 유지 보수,
지원, 기술 지원, 교육 등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합니다.
IT와 OT 융합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일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화벽처럼 한 가지 기술에 기반한
보안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부 위협이 외부 위협 못지
않게 위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OT 시스템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을 혁신 계획과 기술 로드맵에
통합해야 합니다.

좋은 시작점
설치 기반 평가(Installed Base Evaluation)는 시설의 중요한 성능 정보를
쉽게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 기반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생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공급업체로부터
자산을 공급받아 서로 다른 작업자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중단되고 나서야 중요한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부품이 단종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에 존재하는 시스템과 부품을 추적할 수 없으면,
노후화, 부품 부족, 직원 교육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디지털 툴을 사용하면 설치 기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설치 '설치 기반 평가를 통해
기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파악하고 설비에서 중요한
생산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능 정보를
위험에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집 및 분석하면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다른 영역에서 추가
적인 위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러한 가시성을 통해 가장
중요한 자산에 있는 장치들을 평가하고,
작업자가 자산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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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반에 대한 가시성을 통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비를 교체할
충분한 예비 부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다운타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또 다른 기회는 설치 기반에서 노후화의 위험을 평가
하는 것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타사가 라이프사이클 상태를
알면 현대화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현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정보는 자산 유지에 필요한 교체 부품을
확보하고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해 주는 적절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체는 OT 환경과 관련된 취약점을 악용했던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작업자의 실수는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야기하고 안전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
진단과 모니터링을 원격 액세스를 통해 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외(off-site) 공급업체나 현장 관리자가 실수로
엉뚱한 PLC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기능, 다운타임, 생산 손실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교육입니다. 설치
기반에 대한 인사이트와 분석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기반을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하여 팀에게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e-러닝, My
Equipment, 디지털 툴을 광범위하게 응용해,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OVER STORY

사람, 정책 및 절차

보안을 기업 문화의 일부로 만들려면, 제조업체는 사람, 정책 및
절차, 이 세 가지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

사람: 여기에는 타사 보안 공급자,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장비
제조업체 및 시스템 통합업체 직원, 현장 직원 및 관리자, 기업
거버넌스 팀 등 보안 원격 액세스의 사용 및 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사람은 정책 및 절차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 공간에서 보안 문화를 조성하고 취약점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책: 정책은 보안의 시작점입니다. 기본적인 지침인 정책은
보안 원격 액세스의 관리 방법을 정의합니다. 누가, 무엇을, 왜
액세스해야 하는지를 요약해 설명해야 합니다. 프로세스가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액세스가 중앙화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능동적 관리인지 수동적 관리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구축할 때 전반적인 보안 프로필
등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물리적 보안에 대한
정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 배지 액세스와 누가 어디에
허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원격 커뮤니티로 확장되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존 정책을 수정하려면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로깅 및 추적
기능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허점이나
개선 사항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산 성능 관리

최근 ARC 전략 보고서, 자산 성과 관리에 대한 재고(Rethinking
Asset Performance Management)에 따르면,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 시설의 유지 보수, 신뢰성,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및 운영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화된 새로운 툴은 이러한 협력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적절한 툴을 사용하면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 공장과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면, 설치 기반에 대한 인사이트, 교육
프로그램 등 올바른 데이터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자산
항상 디지털 액세스가 가능하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며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산 일정,
수요 계획 및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원격 액세스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 시설의
유지보수,
안정성,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및 운영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는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산 현장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험은
하루하루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비에서 시스템까지, 공장
현장이 점점 더 연결됨에 따라, 제조업체가 각 기술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액세스를 관리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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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원격 액세스는 안전한 통신 라인과 원격 액세스 경로를
제공하여, 생산 현장의 기계, 장비, 컨트롤러 및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장비제조업체나 시스템 통합업체가 공급하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문제 진단과 관리 작업을 위해 HMI이나
PLC로 원격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안 원격 액세스는 문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장비의 가동 시간과 가용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조업체는 이를 통해 생산 현장의 가상 트래픽을 예방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에 없던
다운타임을 줄여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보안 원격 액세스는 생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데이터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보호해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며 성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TechConnect 지원 서비스는 생산
문제의 신속한 해결, 교육 개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간소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
•
•
•
•

보안 원격 액세스는 기반이 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기술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VPN은 보안 가상 터널의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그 터널을 지나 생산 현장에 액세스하는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안 원격 액세스는 정책 및 절차를
관리하고, 누가 무엇을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며,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고, 감사 및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액세스를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바운드 트래픽은 차단하고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바운드 트래픽은 인증 요건을 갖춘 특정 IP 주소로 한정되므로,
액세스가 한층 더 제한됩니다. 통신 역량을 제한하고 액세스를
관리하면,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추적 및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동 시간 극대화

온라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이력 조회
설치 및 설정, 문제 해결 또는 기술 문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가동 재개
연중무휴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문가 지원 활용
교육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개선
Live View SupportTM 툴을 사용하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전문가와 실시간 뷰를
공유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PTC의 Vuforia 증강 현실(AR)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기술 지원 방식을 혁신 및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클라우드 기반 AR 라이브러리는 AllenBradley 하드웨어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이미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TechConnect 지원 계약, 모바일 장치,
Vuforia View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은 작업에 대한 AR 환경을
쉽게 생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절차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문서화된 절차는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플레이북으로서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IT 전체 주기를 포괄해야 하며, 관련된 사람들이 적절히
소통하고, 직원의 이직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보안
문화가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는 기업이 설계, 구축,
유지, 개선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협업과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라이프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든,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지원을 통해 복잡한 과정을 헤치고 나가
성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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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가동 시간을 향상한 제지 공장

CASE STUDY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
이 공장의 전기 및 계측 기술 책임자는 "PowerFlex 755 인버터는
모듈식이라 직원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맘에 든다"며
"또한 24시간 내내 인버터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내부 전문 인력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팀은 다른 기업의 공장을 견학하다 그 공장의 선임 엔지니어로부터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논의를
거쳐, 팀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ssurance™ Integrated Support
계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지 공장의 엔지니어 및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 계약의 세부적인 재무적 타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장비 이력 데이터를 사용해 가동 시간과 효율성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다운타임과 인건비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분석은 면밀했고,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담팀은 제지 공장에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실시간 산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2,000개 이상의 장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연중무휴 원격
모니터링, 장비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추가적인 컨설팅, 분기별 성능
검토가 포함됩니다.

원격 지원으로 현장 유지관리 팀을 보강하고 자산을 최적화하여 시스템 가동시간 91% 향상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이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의 모든 일용품 제조업체들의 공통적인 슬로건입니다.
또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한 제지 공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제지 공장은 폐지를 재활용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평범한
골판지를 생산하지만, 운영만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공장은 50여 년 전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친화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지 공장은 제조 공정에서 100% 재활용
용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인증과 국제
산림 인증 연합 프로그램(PEFC)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시트 및 박스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는 용기용 판지, 즉
골판지를 생산합니다. 공장은 분당 2,000 피트 이상의 속도로 작동하는
제지 장비 2대를 사용해 매년 225,000톤의 자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산 성능 및 가동 시간 최적화
몇 년 전, 노후한 장비 하나가 마모되어 비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공장의 높은 생산성 및 가동 시간 목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시간과 자본에 대한 큰 투자를 의미했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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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 및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지원팀은 공장의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엔지니어들은 이더넷으로 장비의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된 전용
T1 라인을 통해 시스템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공장 팀과 협력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격 지원의 또 다른 이점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초기 단계에서
인버터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팀이
현장 팀에게 문제를 통보하고 함께 작업을 하므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감독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이 모터나 인버터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알람을 받으면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준다"며 "장비가 고장 나기 전에 보통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지 장비의 팔로워 모터 하나가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장
팀은 교체를 위해 생산을 중단시키지 않고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과
협력해 다운된 모터를 우회해 모터 3개가 아닌 모터 2개로 가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을 지속하다 예정된 다운타임에 맞추어
모터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정 속도에 도달해 제지 장비의 구동 모터가 트립 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크게 도움을 얻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기술 감독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술자가 집에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인코더가 원인임을 발견해주어
인버터를 빠르게 백업하고 가동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지 공장은 6개월 동안 가동 시간을 평균 91%나 향상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술 감독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은 가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며 "공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팀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식도 제공해
준다. 이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승인이 떨어진 후, 공장은 소수의 유능한 엔지니어, 설계자 및 전기
기술자로 팀을 구성해 제지 장비와 카우치, 프레스 섹션, 건조기 섹션,
와인더가 포함된 새로운 설비의 시운전과 설치 임무를 맡겼습니다.
공장의 팀원들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복잡한 기계 엔지니어링을
자체적으로 완료했지만,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원격 지원 팀에게 기동
및 시운전 프로세스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자산 성능과 가동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엔지니어링한 장비는 Allen-Bradley® PowerFlex® 755 인버터 시스템을
사용해 습부 말단, 건조기, 릴 앤 스풀 및 와인더 섹션을 위한 조절
가능한 속도 모터 제어를 제공합니다. 제어 아키텍처에는 5~400hp로
가동되는 총 30개의 인버터와 모터가 통합되었습니다. 이 설비에는 또한
Allen-Bradley ControlLogix®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동화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인버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모든 제어 및 모션 기능을
실행합니다.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경영진은
자체적인 소규모 팀으로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영진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동 시간 개선
기술 감독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은 우리 공장에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지식을 제공해 주며, 지원 수준이 탁월하다"며 "작년에
공장 측에서 시스템과 관련해 약 100통 정도 전화를 했고,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도 전화를 자주 한다. 직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제지 기계와 코팅 롤에는 접착 물질이
들러붙어 지속적으로 축적됩니다. 작은 롤러의 경우 아주 적은 양의
접착 물질만 쌓여도 지름이 늘어나 기어비가 바뀌고 롤러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 전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작업자들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과 온라인으로
장력을 조정해 시트가 두 번째 건조기 섹션에서 좀 더 당겨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중단과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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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열 발전소
사이버 보안 및 성능 개선

CASE STUDY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거트 투넨(Ger t Thoonen)은 "구르멧
일렉트릭에게 총체적인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첫 단계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킹 전문가들의
현장 순회 검증이었는데, 현장에서 이틀 동안 지내보니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구르멧은 보안이나 패치가 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구식 컨트롤러,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액세스 제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투스 테크놀로지스와 몰렉스 일렉트로닉 솔루션즈는 모두
로크웰 오토메이션 PartnerNetwork 프로그램의 Encompass 제품
파트너입니다. Encompass 프로그램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개발한
광범위한 제품들을 보완해 주는 제3자 제조 제품들을 파악, 인증 및
공동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 참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혜택

그는 "구르멧은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전히 새로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 네트워크로 이동해 고립된
여러 독립형 시스템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안정적인 솔루션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러한 솔루션은 필요한 보안은 물론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와 진단을 제공하며
정보를 수집, 정리해 실시간으로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 줄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사이버 보안, 더 나은 성능, 더 쉬운
진단 및 강화된 데이터 수집 제공

컨트롤러 레벨에서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위치에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던 구형 Allen-Bradley® CompactLogix™ 자동화
컨트롤러(PAC)를 신형 모델로 교체하였고, 대형 Allen-Bradley
Co n t r o l Lo g i x ® 컨 트 롤 러 는 이 중 화 와 몰 렉 스 일 렉 트 로 닉
솔루션즈(Molex Electronic Solutions)의 Modbus+ 카드 등 최신
네트워크 카드로 강화했습니다. Modbus+ 카드는 컨트롤러, 진동
모니터, 모터 제어 센터 등 제3자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과 Industry 4.0의 부상으로, 제조 및 공정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더욱
긴밀한 통합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향상된 툴을 통해, 제조업체와 공장들은 운영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정보에 기반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공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재설계하여 영역 구분을 사용하는 보안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동하였고, 1계층 밸브에서 컨트롤러 레벨까지 모든 기존 스위치들은
Stratix™ Ethernet 스위치로 교체했습니다. 서버 레벨에서는
스트라투스 테크놀로지스(Stratus Technologies)의 ftServer 모델
4800을 FactoryTalk® View SCADA 및 최신 FactoryTalk Historian 버전과
함께 구현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실시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이 효과적이라면 모든
수준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속도, 효과, 보안, 적시성, 용량의 측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전혀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는 공장 운영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운영 최적화에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터키 최대의 지열 발전소를 운영하는 구르멧 일렉트릭(Gürmat
Elektrik)은 최근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존 데이터와
네트워킹 인프라가 현대적인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없을뿐더러
견고한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SCADA 시스템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소프트웨어가
오래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았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고장에 대한
평균고장수리시간(MTTR)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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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다른 시스템들과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고 성능 및 보안이 허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공장은 레거시 하드웨어와 특별 제작된 전용 컨트롤러를 대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르멧은 터키의 로크웰 오토메이션에게
평가와 솔루션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의 산업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평가, 설계, 구현, 검증, 모니터링, 보안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을 보유한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은 구르멧 일렉트릭에게 이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및 보안 이슈 이외에도, 공장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데이터
전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추가 및 업데이트하는 동안 공장의 여러 요소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다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가동 중단 시간이 6주 앞당겨졌습니다.
게다가 현대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주일뿐이었습니다.

스트라투스 서버 등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네트워킹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동한 후, 구르멧 일렉트릭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장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한 실시간 데이터 신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진단
또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요한 사이버 보안
문제 역시 해결되었습니다.
구르멧 일렉트릭의 자동화 담당자인 무스타파 얄백(Mustafa Yalvaç)은
"기존 DCS 시스템은 네트워크 때문에 컨트롤러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했으며 기존 SCADA는 호환이 되지 않아 일부 진단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없었다"며 "업그레이드의 측면에서, DCS 개선 작업
이전에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간도 적절히 활용해, 작업을
위한 공장 가동 중단 시간도 상당히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솔루션의 안정성이 높고 고장률이 낮아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선택했다"며 "기술팀 역시 지원을 요청하면 항상
빠르게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기술 지원팀은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것 이외에 얻은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제어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에서 여러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궭이라며 ‟이제, 우리의 정확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제품과 지식을 모두 갖춘 단일한 공급업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향후 프로젝트들을 로크웰 오토메이션에게 맡길
계획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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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IIoT 활용으로 위험과 비용을 감소한
식품 제조업체

IT-OT 통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가시성 확보, 생산성 향상

CASE
CASE STUDY
STUDY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IDC는 Cisco®, Panduit 등 로크웰 오토메이션
Par tnerNetwork™ 프로그램의 회원사들이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IDC는 또한 고가용성과 폴트 허용을 지원하며, 서버의
설치 면적을 감소시켜 줍니다.

데이터 가시성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많은 기술과 공정, 직원들을 끊김 없이 연결하여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원격 제어 센터는 공장을 모니터링하며, 공장
및 기업 네트워크는 모두 완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제조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영의 디지털화는 공장 현장에서 종이 문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어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스마트 운영은 연결된 운영입니다.

이는 공장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과 엔지니어링 팀에게
제어 시스템에서 수집된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조직 전반에서 프로세스를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성 있는, 역할 기반의 실시간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해지면,
모든 레벨에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공정 개선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장비,
제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은 보다 유연하고 대응력 있는 운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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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운영을 개선하는 것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 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향상된 연결성,
실행 가능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품질, 식품 안전 및 작업자
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환경 보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식음료 기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조 시설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공정, 직원 및 지역 간에 일관성 있게 우수한
레시피를 유지하려면 제조운영기술(OT )과 정보기술(IT )를
통합해 주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장비와
공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려면, 공장 전반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면, 생산 현장의 OT를 전 세계의 사무
계층 IT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생산 및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하려면 반드시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접근 방식의 기반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향후 로드맵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기존 IT 계층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원활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공장의 제어 계층에 대한 백업을 생성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FactoryTalk를 사용해 제어 시스템 계층에 대한
완전한 백업을 제공해 주는 산업용 데이터 센터(IDC)를 구축했습니다.
IDC는 뉴질랜드 오크랜드에 위치한 로크웰 오토메이션 시설에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시운전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원격으로 운영 중단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1주일 동안 머물렀지만, 시스템이 공장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후에는 원격 지원 센터에서 원격으로 나머지
시운전 프로세스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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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IT와 OT가 통합된 완전한 솔루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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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공정 및 기술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수준 협약(SLA)이 수립되어, 공장의 공정들은 원격으로
모니터링되고 10분마다 각 필터나 알람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대응 시간이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분마다 호주 멜버른(Melbourne)에 있는 기술 지원팀으로
송신되는 '하트비트(heartbeat)'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팀을 거쳐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모든 필요한 패칭이 원격으로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장의 생산 가동 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식품 제조업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산업용 데이터 센터(IDC)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전 엔지니어링 된 이 IDC에는
다수의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된 서버에서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요소인
IDC는 현지 전략을 위해 성능을 모니터
링하고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솔루션은 정보를 클라우드와 IDC에 저장하기 때문에, 종이
문서 없는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가적인 혜택은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고 에너지 및
용수 사용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식품 제조업체는 이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개선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에서 새로운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밀접한 통합과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역량을 활용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수익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순조로운 일처리.
확실한 품질.
일관된 제품.
SPEKTRON INDUSTRIAL
자외선 살균
식음료 분배 시스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xyl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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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준비되셨습니까?
현재의 산업 보안 전략으로 충분합니까?
정보기술(IT)과 제조운영기술(OT)
시스템이 융합되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으며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버 위협과의 싸움은 끝이 없고
위협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현재의
산업 보안 전략이 충분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사이버 보안 실패에 대한
대가가 크며,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이버 범죄는 수익률이 높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증가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17억 달러에 달했으며, 제조업체 중 53%
이상이 사이버 보안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이버
범죄자의 매력적인 타깃이 됩니다. 우선, 많은
제조업체들은 패치되지 않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나 리소스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환경에는 많은
취약점이 존재하며 공격을 받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왜 기업들은 이런
환경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많은 조직들이
직면한 문제는 실질적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벽한 보안 전략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산업 인프라가 직면한 과제
산업 인프라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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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약점 - 많은 기업에서 보안은 제일
마지막 고려사항입니다.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고위 경영자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산업
보안 표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노후된 산업 제어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술격차 - 심각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숙련된
직원이 퇴직하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잘 훈련된 직원이 있으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유연성 부족 -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도입률이 낮을 경우, 모든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거나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데이터 중 실행
가능한 정보가 부족한 데이터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편적인 취약점은 재고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산업 자동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 어떤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면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조운영기술(OT)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산이 공격받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과 관련된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기업은 공격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

•

위치 - 자산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산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
인가?
장비 - 장비 유형은 무엇이며 공급업체는
누구인가? 모델, 일련 번호, 펌웨어 버전,
IP 주소, 운영 체제 및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 어떤 앱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버전의 앱이 실행되고 있는가?
장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통신 - 주변, 프로토콜, 대화, 빈도 어떤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며 상호 의존하는가?
이러한 장치들은 얼마나 자주 통신을
하는가? 이러한 장치들은 내부 네트워크로
통신하는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기반 평가™를 수행해 모든 OT 자동화 자산을
파악해 주는 공급업체와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위험을 식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OT 환경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협력하면, OT 환경 보안과 관련된 복잡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보안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단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세대 방화벽

위협 탐지

올바르게 설정되고 입증된 방화벽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화벽이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보호 수준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설치된 방화벽이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방화벽이
아니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위협을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
•

침입 방지 및 탐지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분석 및 자동화
멀웨어(Malware) 보호
네트워크 프로파일링
URL 필터링

해커는 차단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 공급업체, 타사의 기술자들은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비밀번호 외에도 모든
작업을 기록함으로써, 정보 보안 사고 발생
시 감사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액세스 정책과 절차가 충분하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

•

원격 사용자와 네트워크 자산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액세스 경로
적용
현장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행되는 원격 진단 및 유지보수
작업의 정의 및 적용
사용자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기록 및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세션
종료

원격 액세스 시스템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
•
•
•
•
•
•

네트워크 트래픽 및 데이터 흐름의
초기 기준 수립
예외사항(편차)에 대한 실시간 알람
산업 프로토콜에 대한 심층 패킷 검사
다수 현장에 대한 가시성
IT 툴과 함께 무료 기능 제공
사고 대응 계획
원격 액세스 세션 관리
원격 지원 서비스

공격을 인지하는 것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직이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때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
없이 심각한 공격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정책, 사람, 기술을
갖춘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외부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IDMZ 설계 및 구현, 365일 상시
위협 탐지 및 대응 같은 서비스는 기업이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사이버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이버 위협과 기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외부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를 통해
최신 사이버 위협, 기술 및 위험을 효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혁신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OT Managed Services는
계획에 없던 다운타임 같은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과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핵티비스트(hacktivists), 국가/정부 지원
공격,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심지어
내부자도 운영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주제는 산업 보안
전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영역 중 한 곳에서라도
약점이 보인다면 다른 영역에도 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산업
보안 전략을 갖는 것은 가동과 운영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어떠한
모험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복잡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산업
사이버 보안 서비스는
서비스 보안 위협으로부터
운영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전략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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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프라를 위한
현대화된 안전한 기반
연결성은 이제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생산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화된
정보 인프라는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자산, 사람 및 정보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1.

스마트 기술은 운영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워크플로우를 강화하며,
자산 활용을 최적화하고, 협업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연결성이 향상되면 보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범죄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는 네트워크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운영에 지장을 주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번영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보안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네트워크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기술(IT)과 제조운영기술(OT)의 융합
보안 인프라는 자산 및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Cisco®와 협력하여, 교육, 설계 지침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공정 전반에 걸친 융합 이더넷(CPwE: Converged
Planwide Ethernet) 아키텍처를 개발했습니다.
CPwE는 IT와 OT의 융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융합 인프라스트럭처는
표준 이더넷 및 인터넷 프로토콜(IP) 기술을 사용하며,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IT 및 제조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하나의 공통 모델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개발 및 관리
제조업계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 및 실행할 수 있는 완전히 통합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주요 우선 과제입니다. 첨단 제어 및 자동화
기술은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장과 생산 자산을 연결하면 혜택이
늘어난 만큼 내외부 보안 위험도 커집니다.
산업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담 직원을 통해 인프라를 설계, 구현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개발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
있든, 기업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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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존 IT 및 OT 자산의 상태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성능 및
보안 문제를 식별 및 해결합니다.
설계: 현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현: 견고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일정에 맞춰 정시에 구현합니다.
검증: 네트워크가 설치, 보안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및 관리: 네트워크 유지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여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사전 엔지니어링 된 네트워크 솔루션
가상화를 도입하는 산업 조직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
설치 면적 축소, 애플리케이션의 수명 연장, 시스템 가용성 및 복구
개선 등 가상화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 구축 및 유지 보수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전 엔지니어링된 인프라 솔루션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어, 이미 조립 및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 드는 시간, 비용 및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용 데이터 센터(IDC)는 가상화 환경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IDC는 필요에 프로젝트 일정을
따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대규모 최대 50% 단축'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 네트워크 배포 솔루션(INDS 1000,
INDS 2000, INDS 3000)이 설계, 시운전 및 산업 환경 보호를 사전
설계된 하나의 네트워크 배포 패키지로 통합해줍니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 모니터링
새 인프라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자산을 연결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산업 자산 성능 서비스는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가용성을 개선하며 다운타임으로 연결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해 줍니다.
자산 안정성(Asset Reliability) 서비스는 자산 내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유지 보수 데이터를 사용해 성능을 개선하고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결과에 기반한 안정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위험을 미리
통보해 주고 장치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며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간소화해주는 자동화된 자산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현하면, 다운타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석유회사, 사이버 보안 개선으로 인건비 절감
한 대형 글로벌 석유 회사는 6개 지역에 분산된 유전에서 사용되는
수천 개의 제어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주는 종합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작업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지만, 정보가 불완전했고 기존 수집 방법으로는 변화가 많은
대규모 시설에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에는 운영에
핵심적인 여러 세대의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SCADA 감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어 자산 데이터의 부족과
이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중앙화된 정보 수집과 기업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진단 안정성(DR :
Diagnostic Reliability) 시스템을 구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DR 시스템은 또한 모든 자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각 자산의
상태와 파라미터의 변경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격 모니터링 및 분석 서비스는 중요한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자산의 성능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생산 데이터, 자산
상태, 진단 및 기타 정보는 팀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 및 예측 결과를 사용해 다운타임 문제를 파악하거나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중요한 자산을 최고의 효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시스템 장애나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는 구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정기적 예방 유지보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리와 관련 비용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보안 취약성 검사 등 향상된 추적 기능을 사용해, 시스템은 프로세서의
핵심적인 전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을
차단합니다. 장치가 이동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DR 시스템이 보고를 해
담당 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ISA99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화된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예방적인 유지 보수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1일당
석유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석유 회사는 잠정적인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아
DR 시스템을 기업의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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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SOLUTION FOCUS

새로운 Allen-Bradley FLEX 5000 HART I/O로 설계 및 유지보수 시간 절감
설계 및 제어 엔지니어는 새로운 Allen-Bradley FLEX 5000
HART I/O 모듈을 사용하여 HART 장치를 보다 쉽게 액세스,
설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프로그래밍 환경은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 생산성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RODUCT & SOLUTION FOCUS

위험 영역에서 장치의 연결을
간소화해주는 새로운 I/O 모듈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FLEX 5000 I/O 옵션을 확장해 고집적 디지털, AC 및 직렬
모듈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확장된 포트폴리오는 극한
온도용 단일 플랫폼에서 표준 및 안전 I/O 제어를 한층 더 강화해
줍니다.

ControlFLASH Plus 및 FactoryTalk Updater 툴을 사용하면, 관리자
또는 여러 팀의 리더들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는 펌웨어와 공장 전반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여러 자산을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I/O 모듈과 HART 장치 간의 통합은 장치 관리와 진단 범위을
향상시켜 주며, 실시간 장치 상태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프로세스 장치를 추가 및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PlantPAx 5.0 버전 이상의 시스템은 기계 개발 시, 공통 데이터 구조와
명령어 세트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간을
최소화해줍니다. 또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FLEX 5000 HART
I/O 모듈이 가동 시간을 향상시켜 운영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중앙화된 설계 환경은 이 모든 작업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 원활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여 줍니다.

제조업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새로운 Allen-Bradley
1718 Ex I/O 모듈을 사용해 위험 영역의 장치들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안전한
분산 I/O 모듈은 Zone 0 및 Zone 1 위험 영역의 현장 장치들을
위해 이더넷/IP 연결을 제공합니다.

확장된 안전 컨트롤러 제품군으로 비용 절감 및 성능 최적화
이제 엔지니어들은 Allen-Bradley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의 성능과 비용 절감 효과를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안전
컨트롤러 제품군에 새로운 Compact GuardLogix 5380 SIL 3
컨트롤러를 추가했습니다.
확장된 제품군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이제 1oo2 아키텍처로
애플리케이션을 SIL 3/PLe 성능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은 설계 및 구매
비용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의 확장성 덕분에, 더욱 스마트하고 간단하며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응답 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안전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더 작은 기계를 만들고, 귀중한
설치 공간을 절약하며, 작업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제어와 안전 제어에 단일한 고성능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시스템 비용, 복잡성 및 판넬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가 동일한 섀시에서 일반 및 안전 I/O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는 스마트 장치들에 더 큰 통신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하드웨어를 추가하지 않고도

데이터 집약적인 스마트 제조 공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미래에 준비된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증된 통합 안전 모션 명령어의 지원은 장비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배선을 최소화해주며, 설치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로컬 안전 I/O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아 장비
성능이 향상됩니다.

제조업체가 공장 전반에서 사용되는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버전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업데이트 될 때까지 오류가 발생한 자산을 복원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되는 버전과 위치를 중앙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18 Ex I/O 모듈은 위험 영역의 현장 장치들에 더 가까운 Zone
1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배선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O 모듈은 섀시에 주 전원 공급 장치와
중복 전원 공급 장치(옵션)를 포함하는 컴팩트한 섀시 기반의 I/O
설계로 공간을 절약해 줍니다.
다양한 섀시 옵션과 슬롯 크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1718 Ex I/O 모듈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의 애드온 프로파일(AOP)을
사용하면 모듈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 레벨 링(DLR)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이중 포트 이더넷/IP 어댑터를 통해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718 Ex I/O 모듈은 화학, 석유 및 가스, 식음료 등의 업계에서 볼
수 있는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1718 Ex
I/O 모듈은 ATEX 인증을 받은 외함 때문에 ATEX Zone 1 영역에
장착해야 합니다.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Zone 1 인증 외함을 제공하는 당사의 Encompass
파트너 Pepperl+Fuchs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툴로 손쉬워진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FactoryTalk Updater는 중앙화된 관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인터넷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워크스테이션들도 보안이나 기타 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ControlFLASH Plus를 사용하면 펌웨어 즐겨찾기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후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ntrolFLASH Plus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일부 직원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 요구 사항과 자산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툴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로크웰 오토메이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이더넷 문제의 대부분은

케이블에서 시작됩니다.
• 패킷 손실을 유발하는 EMI
• 손상된 연결부
• 수분 침투
• 장기간 사용
• 섬유 연결 불량
FLUKE는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방지하고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과
기능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무료 툴을 사용해
산업용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ntrolFLASH Plus 및
FactoryTalk Updater 툴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모든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0 Fluke Corporation. 08/2020 2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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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공간을 절약해주는 새로운 Allen-Bradley Compact Box PC와
씬 클라이언트
새로운 VersaView 6300 박스 PC와 씬 클라이언트는 손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지금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출시한
컴퓨터 중 가장 작은 산업용 컴퓨터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으로 패널 공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

이 제품은 또한 험한 산업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열판이 내장되어 0°~50°의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연결부가 적고 구동 부품이 없어 안정성도
더 높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부 이사인 댄 드영(Dan DeYoung)은 "새로운 박스 PC와
씬 클라이언트는 Allen-Bradley VersaView 6300 산업 컴퓨터
제품군의 첫 번째 제품으로, 올해 초 ASEM을 인수해 확보한 설계와
기술을 활용한다"며 "VersaView 6300 제품군의 고유한 디자인은
경제적이면서도 유연한 플랫폼으로 산업 환경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사용해 중앙 서버나 로컬 PC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공급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 서버가 다운될 경우 PC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C를 독립형 장비를 위한 우선적인 HMI로 사용하거나, 일련의
연결된 컴퓨터의 씬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거나, 운영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는 데이터 수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고해상도 콘텐츠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4K 비디오를 지원하는 DisplayPort를 지원합니다. 또한 USB 3.0
포트 2개와 이더넷 포트 2개가 포함되어 고속 데이터 로깅과 IIoT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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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머신을 위한 Stratus 엣지 컴퓨팅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Encompass 파트너인 스트라투스
(Stratus)는 머신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리며,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tratus ztC Edge 플랫폼은 기계 및 장비의 컴퓨팅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주며 디지털화,
IIoT 및 Industry 4.0을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의 Stratus 저장소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과 사용자 기본 설정 템플릿을 안전하게 전송, 저장 및
검색하며, 시스템 백업 및 복원을 지원합니다. Stratus ztC Edge는
OT/유지보수 팀이 관리 및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ztC Edge 플랫폼의 견고한 자체 보안, 단일 또는 이중 핫 스와이프가
가능한 노드는 다운타임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며 OEE 및
생산 지표를 개선해 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서비스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OT에 친화적인 솔루션으로
가상화 및 이중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가상
머신에 로드하기만 하면 되어 새 장비의 시운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견고하며 고도로 자동화된 컴퓨팅 솔루션을 통해,
Stratus ztC Edge는 이중화 및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제공합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을
제거하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로크웰 오토메이션 ThinManager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중앙화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가능합니다.
박스 PC는 씬클라이언트로써 별도의 설정 또는 소프트웨어 없이
ThinManager와 즉시 호환됩니다. 즉, Windows 10 IoT 운영 체제에서
실행하거나 전환해 ThinManager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어서 씬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사용 옵션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연성과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설계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확장해 주는
Studio 5000 소프트웨어
산업 엔지니어는 Studio 5000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계와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된 기능을 사용해 설계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요소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Simulation Interface) 툴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 시스템을 설계, 테스트, 검증 및 시운전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시스템의 실제 또는 가상
컨트롤러를 고급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툴에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동적 속성을 가진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상으로 설계, 검증 및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한 후 재설계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설계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툴은 기본적으로 MATLAB Simulink와 연결되어, Logix
프로그램과 시뮬레이션 모델 간의 직접 연결을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매니저(Application Code Manager, ACM) 툴은
더 많은 생산성 혜택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서 템플릿 편집기는 프로젝트를 위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데이터의 템플릿과 자리 표시자만
생성하면, ACM이 프로젝트 완료 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또한 새로운 불러오기 기능은 시간을 절약해 주고 재작업을 줄여
줍니다. 이제 ACM은 통합 아키텍처 빌더(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 또는 아키텍트(Architect) 툴에서 정보를 가져다 컨트롤러의
하드웨어 I/O 트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툴 간의 중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Moda Packaging System
Moda는 고성능 모듈형 포장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Moda는 육류 및 유제품의 진공 포장을 위한 위생 설계에 최신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Moda 장비는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생산성을 높이며,
에너지, 인건비 및 총 포장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Moda 시스템 라인은 향상된 인체 공학, 제품 흐름
식품 안전을 제공합니다.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modanz.commodanz.com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 툴은 Functional Mock-Up Interface 표준을
사용해, 같은 표준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에 쉽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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