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공업의  
생산성 향상
PowerFlex® 6000 및 7000 고압 인버터 강력한 성능.  
유연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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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전문성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인버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30여 년에 걸쳐 
쌓은 경험과 수천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입증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및 테스트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 팀,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 
등은 고객의 필요 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합니다.

연결성

고압 인버터는 내장된 EtherNet/IP 
통신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유연한 연결성 및 제어 시스템 호환성을 
통해 완벽한 제어 시스템 통합이 
가능합니다.

안전/품질 표준

품질은 항상 Allen-Bradley 브랜드의 
상징이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인버터 포트폴리오는 모든 관련  
글로벌 UL 및 IEC 표준을 준수합니다. 
내아크성 외함 옵션과 기능 안전 옵션을 
통해 직원과 프로세스의 안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제품 포트폴리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포트폴리오는  
범용 팬, 펌프, 압축기 및 최대 120 Hz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수 목적 믹서, 
컨베이어,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인텔리전트 모터 컨트롤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인버터는 
인버터 상태 및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어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Studio 5000® 및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툴을 완벽히 지원해 이러한 스마트 자산을 
제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합니다.

입증된 신뢰성

탄탄한 설계 가이드라인, 신뢰할 수 
있는 구성요소, 적은 부품 수, 제어 전력 
라이드스루(ride-through) 및 자동 재시작 
기능이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이중화 중요 구성요소와 바이패스 옵션이 
출하 전 동력계 공장 테스트와 연동하여 
자산 활용을 개선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ECO 설계 냉각팬과 고효율 절연 변압기는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무변압기 구성은 최고의 
시스템 효율성 제공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세계 서비스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설치 
환경을 지원하여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PowerFlex  
고압 인버터의 이점



•  송유관 펌프

•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압축기

•  전기 수중용 펌프

•  유인 환풍기

오일 & 가스 임산물 해양발전

•  팬 펌프

•  유인 환풍기

•  보일러 급수 펌프

•  펄퍼

•  정제

산업 분야 및 애플리케이션

상수/폐수 상업용 채광, 철강 및 시멘트 기타

•  급수 펌프

•  유인 환풍기

•  강제 통풍 팬

•  주 추진

•  위치 결정 스러스터

• HVAC/OEM  
냉각기/압축기

•  공항 열병합 발전

•  병원 열병합 발전

•  대학 열병합 발전

•  하수 펌프

•  방류 펌프

•  로우 서비스/ 
원수 펌프

•  하이 서비스/ 
처리수 펌프

•  폭기 송풍기

•  홍수 제어 펌프

•  슬러리 펌프

•  환기팬

•  디스케일링 펌프

•  컨베이어

•  유인 환풍기

•  분쇄기

•  테스트 스탠드

•  풍동

•  아지테이터

•  고무 믹서

3



4

카테고리 범용 특수 목적

제품

PowerFlex 6000 인버터 PowerFlex 7000 인버터

일반적인 용도 팬, 펌프, 압축기, 컨베이어, 분쇄기, 냉각기
팬, 펌프, 압축기, 냉각기, 호이스트, 크레인, 컨베이어,  

믹서, 압출기, 분쇄기, 전기 수중용 펌프

인버터 냉각 공기 공기 또는 액체

토폴로지 캐스케이드 H-브릿지 CSI PWM

정류기 유형 18…54 펄스 다이오드 AFE(Active Front End) SGCT 또는 18 펄스 SCR

인버터 유형 IGBT SGCT

전력 범위 100…11,000 kW (150…15,000 Hp) 150…6300 kW (200…8500 Hp)

출력 전압 2.3…11 kV 2.3…6.6 kV

출력 주파수 0.3/0.6*...120 Hz (* 엔코더 사용 시) 0.1…90 Hz

방향 – 토크 정방향 및 역방향, 모터링 정방향 및 역방향, 모터링 및 회생

모터 유형 유도식 유도식 및 동기식

로크웰 오토메이션 고압 인버터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2개의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인버터 선정

범용 인버터

•  팬, 펌프, 압축기, 컨베이어, 분쇄기 및 최대 120 Hz의 
고속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성능 특성을 
포함합니다.

특수 목적 인버터 

•  컨베이어, 분쇄기, 압출기, 믹서 등 특수한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향상된 특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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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6000T 인버터
간편성 연결성 사용 편리성

PowerFlex 6000T 고압 인버터는  
팬, 펌프, 분쇄기, 컨베이어, 압축기 등 범용 비회생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적합합니다. 100...11,000 kW 
(150...15,000 Hp)의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및  
2.3...11 kV 정격 모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공냉식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경부하 및  
중부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프트 스타트와 가변속 
제어를 제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입력 고조파를 감소시키고 역률 "1" 달성을 위해 
인버터는 캐스케이드 “H’” 브릿지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이 토폴로지는 각 위상에 대해  
내부 장착된 위상 가변 절연 변압기와 직렬 연결된  
전원 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뛰어난 유연성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모터 전압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유동 벡터 제어를 비롯한 다양한 제어 모드 -  
엔코더를 사용할 경우 최대 150%의 시작 토크

•  모든 전압 및 용량 정격에서 단순한 공랭식 설계

• ECO 설계 메인 냉각팬으로 효율 증가 및 손실 감소

•  낮은 라인 사이드 고조파를 보장하는 내부 장착된 
다중 펄스 절연 변압기

•  자동 파워 셀 바이패스를 통해 중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  공통 모듈형 파워 셀 설계를 통해 간단한 제거와  
평균 수리 시간 최소화

공통 제어 아키텍처와  
TotalFORCE® 기술
PowerFlex 6000T MV 인버터를 선택하여 통합 및 운영 작업을 
간소화하십시오. 차세대 PowerFlex 755T 저압 인버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제어 하드웨어, 펌웨어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공유합니다. 설치된 가변 주파수 인버터 전체에 
공통 제어 플랫폼을 사용하면 통합, 운영 및 지원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공통 플랫폼은 제품 별 교육 요구 사항과 
예비 부품 재고를 줄여줍니다.

PowerFlex 6000T MV Drive 특징:
• Studio 5000 설계 환경에서 간편한 구성, 통합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애드온 프로파일은 사전 구성된  
데이터 변환기, 시각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구성기 
모두가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또한 인버터 데이터를  
제어 시스템으로 보내는 기본 툴입니다.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전체 장비 
프로필 지원. 하나의 다국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손쉽게 구성, 프로그래밍 및 시각화 가능

•  다국어(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등)를 지원하는 10인치(254 mm) 컬러 
터치스크린 HIM을 통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로컬 제어, 
모니터링 및 진단

• FactoryTalk® Analytics™ for Devices를 통한 실시간 
알림으로 장치 상태 정보 제공

• kW, kVA, kVAR, 경과 kWh, MWh 및 역률에 대한 광범위한 
입력 전력 모니터링 기능

•  단일 파일에서 모든 주 제어 보드 및 전원 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플래시 오버 펌웨어 업데이트

• Forensic Data Recorder 기능을 통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 

•  속도와 토크의 정밀한 적응형 제어를 통해 탁월한  
모터 컨트롤 보장하는 동시에 유지보수 분석 알림을 통해 
최대의 인버터 및 프로세스 가동 시간을  
보장하는 TotalFORCE 기술



•  최대 70 A, 71…140 A 및 141…215 A의  
3가지 프레임 크기에서  
2.3 kV…6.6 kV 사용 가능

•  후면 액세스 불필요

•  상단 또는 하단 라인/부하 케이블

•  크기 증가 필요 없이 서지 피뢰기  
옵션 사용 가능

• IP31/IP42 및 Type 3R/IP54 외함  
제공

• 80 dB(A)

•  시운전 시간 단축

•  최소 100,000시간의 평균 고장 간격

•  크기 증가 필요 없이 자동 파워 셀 
바이패스 옵션 사용 가능

•  최대 13.8 kV 입력 지원

컴팩트한 PowerFlex 디자인

Fixed 
frequency bus

Variable 
frequency bus

POINT I/O POINT I/O POINT I/O

MOTOR #2 VFD OUTPUT AND 
BYPASS CABINET

VFD

M2 M1

MOTOR #1 VFD OUTPUT AND 
BYPASS CABINET

VFD INPUT AND OUTPUT 
CABINET

CONTROL AND VISUALIZATION / 
OUTPUT REACTOR CABINET VFD CABINET

TO SUPERVISORY 
CONTROL

Bypass PT Bypass PT Input PT

Output PT Output PT

CTsCTs

+X%

X%

-X%
*

*

Simplified power cabling is shown. Cabling enters/exits 
through access  openings in cabinet top or bottom plates.

*

EtherNet/IP

VFD Output 
Isolation Switch

LV Control Panel

Output 
Contactor

Output 
Contactor

Bypass
Contactor

Bypass
Contactor

Input
Contactor

Protection
Relay

Protection
Relay

Output Reactor

PowerFlex 6000T 인버터 동기화 전송 시스템 설계 아키텍처

동기화 전송은 1대의 인버터로 다수 모터의 스타팅 및 속도 제어에 사용됩니다. 작동 조건에 따라 돌입 전류 제한을 위해 
대형 모터소프트 스타팅(soft-starting) 또는 한 번에 여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동기절체는 모터의  
기계적 마모를 줄여서 모터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또한, 사용자의 투자 및 운영 비용도 줄입니다.

• 2.3~11kV에서 사용 가능

•  하나의 인버터에서 모터당 최대 680A(총 3000A)까지 최대 10대의 모터 시동 가능

•  충격없는 절체 

•  천연가스 또는 오일 파이프라인 애플리케이션에 최적 

PowerFlex 6000T 인버터 동기화 전송 바이패스

TotalFORCE 기술

저압 인버터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PowerFlex 6000T MV 인버터에 적용된 
TotalFORCE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향상하며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처리량 증가

인버터는 탁월한 추적 기능을 통해 속도 또는 토크 명령어를 매우 면밀하게 
제어합니다. 또한 부하가 갑자기 변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원활히 동작하고 
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외란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최종 제품의 품질 개선

인버터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 및 토크 제어가 가능하여 
최종 제품의 균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크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장력 제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측 유지보수를 통한 장비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장비 작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인버터 
전기 부품 상태와 모터 변수를 추적해서 실시간 진단 정보를 제어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장비 고장을 예측하고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 시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적응형 제어 기능이 유해한 잠재적 진동을 자동으로 보상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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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파워 셀 바이패스

예기치 않은 파워 셀 고장 시에,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자동 셀 바이패스 옵션을 통해 해당 파워 셀을 비롯하여  
다른 2개 위상에 있는 해당 파워 셀을 바이패스하여  
인버터가 용량이 감소한 상태로 계속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사전 계획된 종료 시기까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줍니다.

•  중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동 시간 극대화 지원 

• Solid-state 바이패스 회로를 통해 프로세스 중단 시간 
감소

캐스케이드 "H" 브릿지(CHB) 토폴로지

입증된 CHB 토폴로지는 각 상별로 내부 장착된 위상 변환 
절연 변압기와 파워 셀을 직렬 연결하여 구성합니다.

절연 변압기는 입력 전압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 이외에도 
두 가지 다른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  표준 절연 수준의 일반 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먼 모드 
전압 스트레스 완화

•  입력 측 고조파가 설비나 전력망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2차 권선의 위상 변환을 통한 전체 고조파 왜곡 감소

다수의 동일한 저압 파워 셀 모듈을 직렬로 연결해
(캐스케이드) 모터 운전에 필요한 수준의 고압을 
발생시킵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모터의 출력 고조파와 
토크 맥동이 최소화되도록 각 파워 셀 모듈의 전압 스텝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펄스폭 변조 스위칭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기존의 표준 
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필터 없이 장구간  
모터 케이블 길이가 가능합니다.

이 파워 셀 모듈은 유지보수가 쉽고 간편합니다.  
각 파워 셀에 내장된 진단 기능이 있어 고장 발생 시 교체가 
필요한 모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파워 
셀 모듈 교체 시간이 최소화되고 프로세스 가동 시간이 
극대화됩니다. 다수의 시스템 바이패스 옵션도 사용 
가능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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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V3

W0

W1

W2

W3

U1

U2

U3

INPUT POWER
3 PHASE AC
ANY VOLTAGE

인버터 토폴로지, 4160V AC

표준 파워 셀



RealSine 솔루션(옵션)을 사용하면 인버터 입력 고조파가  
크게 감소합니다.

구동 변압기 2차 권선의 수를 변경하지 않고 2.4~4.16kV에서 
최대 215A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전압 범위에 대한  
기존의 18펄스 또는 24펄스 설계와 비교하여 각 2차 권선은  
각각 54펄스 또는 72펄스 달성을 위해 특별히 위상 편이됩니다.

이 옵션은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인버터 설치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400V, 3000/3300V, 4160V의 경우 새로운 설계는  
입력 THDi(Total Harmonic Current Distortion)에서  
최대 30% 개선을 제공합니다. 개선된 스펙트럼은 인버터  
운영 효율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상합니다.

RealSine™  
솔루션을 통한  
입력 고조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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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6000T 최대 전력 대 전압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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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친화적 전류 및 전압 파형 - 신형 및 기존 표준 모터의 작동에 
적합합니다. 인버터 듀티(duty) 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인 사이드 파형

전력 시스템 친화적 입력 전류 및 전압 파형 IEEE 519-2014 
고조파 지침을 준수합니다.

모터 파형

U Phase Current
U-V Phase Voltage

6.6kV Output U-V상 전압U 상 전류6.6 kV 출력

Phase Current

Phase Voltage

6.6kV Input (36 Pulse) 위상간 전압6.6 kV 입력(36 펄스) 상 전류

24 펄스와 72 펄스의 1차 전류 파형 비교



PowerFlex 7000 인버터
효율적인 고출력 성능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제품군은 단일 솔루션으로 정격이 2.4...6.6 kV인  
150…6300 kW (200…8500 Hp) 범위의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유연성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비용과 모터 마모를 줄이기 위해 PowerFlex 7000 인버터는  
대전력이 요구되는 소프트 스타트와 가변속 프로세스 제어를 지원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완벽한 출력 전류 및 전압 파형을 
제공하여 표준 또는 기존 모터와 모터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력 반도체 기술과 간단하고 편리한 설계 구조로 인버터의  
부품 수가 고압 인버터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 결과 신뢰성이 향상하고, 
가동 중단 시간이 감소하고, 예비 부품 수가 감소합니다. 효율성을 더욱 
높이려면 Direct-to-Drive™ 기술을 사용한 구성을 선택하고 절연 변압기 없이 
모터를 인버터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PowerFlex 7000 인버터에는 정보 및 통신 기능과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며 성능과 유지보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편리한 컬러 터치스크린  
운영자 인터페이스가 장착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포트폴리오:
공냉식 인버터

2.4 kV…6.6 kV에서 150…6000 kW (200…8000 Hp) 범위의 모터용.  
이 인버터는 다양한 용량 범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 크기와 
방열판 또는 방열 파이프 구성을 제공합니다.

수냉식 인버터

4.16 kV…6.6 kV에서 2240…6340 kW (3000…8500 Hp*) 범위의 모터를 위해  
이 옵션은 폐루프(Closed-loop) 수냉식 시스템을 Liquid-to-Air 또는  
Liquid-to-Liquid 열 교환기와 함께 사용하고 최상의 신뢰성을 위해  
냉매 펌프 이중화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선박용 인버터

용량 정격이 600…24,000 kW (800…32,000 Hp)인 이 수냉식 선박용 인버터는 
Direct-to-Drive 기술을 사용해 공간을 절약하고 중량을 감소시키며 거친  
해양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용량 확장 구성

최대 25,400 kW(34,000 Hp)까지 지원하는 이 대용량 공냉식 및 수냉식 인버터 
모듈은 핫백업(hot back-up) 및 이중화, 부하전류 인버터(Load Commutated 
Inverter) 장착 및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제어 옵션

안전 토크 오프

안전 토크 오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향상하여 예방 가능한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동 중단 시간의 감소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 기능은 TÜV 인증을 받았으며  
SIL 3/PLe/IEC 61508/ISO 13849-1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옵션은 AFE PowerFlex 7000 
인버터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성능 토크 제어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는 
TorqProve 제어 기능을 통해  
제로(0) 속도 유지 토크 제어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는 영속도에서 100% 토크를 
제공할 수 있어 호이스트, 드래그 
라인, 윈치, 테스트 스탠드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이 제어 기능은 제로 속도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토크를 제어하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빠른 
속도/토크 응답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AFE PowerFlex 7000 
인버터에 사용 가능합니다.

제어 옵션:

•  안전 토크 오프

• TorqProve™를 사용한 고성능 토크 
제어

•  동기절체

* 단일 인버터 채널 구성 등급

외함 옵션:

• ArcShield™ 내아크성 외함

• I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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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hield 기술이 적용된 인버터 시스템
효율적인 설계로 안전 표준 충족

ArcShield 기술이 적용된 PowerFlex 7000 인버터 시스템은 완전히 통합된 Allen-Bradley CENTERLINE® 스타터 
및 PowerFlex 7000 인버터의 조합입니다. 독립형, 완전 통합형 시스템과 기존 Allen-Bradley 고압 스타터 제품군과 
연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40 kA 또는 50 kA 아크 폴트 등급을 제공합니다.

아크플래시 발생시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회 시켜 외함 상단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된 Type 2B 접근성 기능은 아크 폴트 발생 시 외함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있는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목적을 위해 저압 제어 도어를 여는 경우에도 Type 2B 보호 기능이 유지됩니다.

ArcShield 기술이 적용된 완전 통합 50 kA 정격 PowerFlex 7000 인버터 시스템

아크 플래시가 발생하는 경우 감압 배기구는 아크 가스와 
물질을 외함의 전면, 후면 및 측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냅니다.

1

가스 및 물질은 위쪽으로 흡기되어 플리넘(plenum) 배기 
시스템을 통해 외함의 상단 밖으로 배출됩니다.

2

특허를 받은 자체 폐쇄식 배기 플레이트는 아크 플래시 
가스가 팬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3

캐비닛 도어는 아크 플래시가 발생하는 동안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용접 채널을 사용하여 
강화되어 있습니다.

4

강화된 측면 시트, 도어, 루프 및 후면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견고한 캐비닛 구조는 아크 폴트 에너지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가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고강도 힌지, 래치 및 볼트를 사용해서 도어를 
안전하게 캐비닛에 고정함으로써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6

특허를 받은 자체 폐쇄식 배기 플레이트는 아크 플래시 
가스가 전면 공기 흡기구를 통해 배출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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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엔터프라이즈 기술

자동화 FEED/FEL

안전 및 위험 관리

주요 자동화  
계약업체(MAC)

현대화 및 마이그레이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및 구현

글로벌 구현

OT 네트워크 및  
사이버보안

관리형 서비스

OT IaaS 
(서비스형 인프라)

원격 지원

예측/규범적 분석

온라인 교육

강사 주도 및  
가상 교육

인력 평가

가상 현실/증강 현실 

자산 수리,  
재 제조 및 관리 

안전 평가 및 수정

현장 기술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전문 서비스 커넥티드 서비스 인력 서비스현장 서비스

적시에 적절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방대한 분야별 지식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강화합니다.

고객의 특별한 사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rok.auto/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nnect with us.

Allen-Bradley, ArcShield, CENTERLINE,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Direct-to-Drive, expanding human possibility, FactoryTalk Analytics, PowerFlex, Studio 5000, TorqProve 및  

TotalFORCE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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