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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위한 FactoryTalk Analytics

제조 애널리틱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너무나 많은 정보가 존재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목에 착용하는 피트니스 트랙커를 통해 걸음 수, 심박 수,  
걷는 거리 등을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가공하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살펴보면, 지난 2시간 동안 활동이 없었으며  
일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00 걸음을 걷고 계단을 7층을 올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피트니스 트래커는 데이터를 가져 와서 변환하고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의사 결정을 
즉시 내릴 수 있도록 변환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비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7,216 3.4229 min

걸음 수 활동 시간(분) 거리/마일

이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하루의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단을 7층만  

더 걸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2,000

-steps-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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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위한 FactoryTalk Analytics는  
Allen-Bradley® VersaView® 기기에서 제공합니다.

문맥에서 파악2
적용3

1발견

피트니스 트래커를 통해 개인의 건강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의 사용은  
제어 시스템 장비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게 
해주어 공장 운영 관리의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의사 결정 및 성능을 다음 단계로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는 쓸모가 없습니다. Analytics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비를 위한 FactoryTalk Analytics는 5분 이내에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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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발견하기

장비를 위한 FactoryTalk Analytics 구축은 매우 쉽습니다.  
약 3분 간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구축이 가능했으며,  
문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존 블라이스톤 
전기 및 제어 감독관, Great Lakes Brewery

“

로컬 네트워크상의 로크웰 오토메이션 EtherNet/IP 장비를 감지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감지

최대 100 개의 장비에서 정보를 진단하고 
기록합니다.진단

고급 내역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온보드 데이터저장

각 응용 프로그램은 
EtherNet/IP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는 즉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100 개의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장비의 수가 이보다 많나요? 응용 프로그램만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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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맥락 고려

알고 계셨습니까?
Shelby는 유머 감각도 갖추고 있습니다. Shelby에게 농담을 해보라고 말해보세요.

네트워크의 여러 장비에서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패턴을 결정합니다.모니터링

시스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장비에 액션 카드를 제공합니다.제공

액션 카드에 "투표"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학습합니다.학습

작업 및 장비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친절한 챗봇(Shelby™)을 제공합니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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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적용

문제를 파악했을 때 대시보드를 자동 생성하고 문맥을 고려한  
정보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자동 생성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의 식별 및 해결을 위해 시스템 수준의 
진단을 수행하여 제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합니다.모니터링

탐지한 스마트 장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와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합니다.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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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루지만 
정보로 변환되지 않은 
데이터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EtherNet/IP 네트워크의 활성 
구성원인 경우,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즉시 
작동하여 장비 및 시스템 수준의 
통찰력을 찾고, 데이터의 맥락을 
고려하며,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연결이 
없으며, 대시보드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대시보드를 통해 모두 수행됩니다.

장비에 대해 
파악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 표시

중요한  
런타임  

파라미터  
추세 파악

중요한  
장비 속성 상태를 

한 눈에 파악

진단  
평가 
수행

맥락이 없는 데이터는 정보가 아닙니다.”
프랭크 쿨라체비츠 
로크웰 오토메이션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수석 부사장

“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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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카드

불과 5분 이내에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에 연결된 고객은 네트워크에서  
100개의 장비를 발견하고 23개의 액션 카드를 생성했습니다!

정보는 올바른 대상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웹 브라우저나 FactoryTalk® TeamONE™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스마트 액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항목이 나열되며, 시스템이 스마트해짐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알려줄 것입니다.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더 많아진 런타임으로 보다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와  
제품 제조를 위한 제어 시스템에서의 장비 

SW
IPE LEFT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SWIPE RIGHT

file:/Users/jenny/Desktop/IPP_Internal_Final_JS/IPP_Animation_JS_v2.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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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Talk TeamONE 협업 툴을 사용하면 무료로 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helby와 상호 작용하는 Analytics 모듈이 곧 출시됩니다! 
FactoryTalk TeamON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챗봇 - Shelby

Shelby는 는는 18는 는는는 는는는는 는는 
는는는는.  

PowerFlex 525 는 753는 
는는는는는 는는는는는.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를 알고 싶으십니까? 다운된 
드라이브를 수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까?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에 포함되어 있는 친절한 챗봇인 
Shelby에게 물어보십시오.

Microsoft 인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Shelby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가져 오는 상자 속의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 만으로 
제조 작업에 배치할 수 있는 Shelby는  
장비 탐지, 데이터 분석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안녕 Shelby! 
현재 작업  

상태를 알려줘

스캔 코드 
다운로드

Shelby는  
현재 18개 장비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PowerFlex 525 및  
753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ANDROID IOS

http://33seconds.io
file:/Users/jenny/Desktop/IPP_Internal_Final_JS/IPP_Animation_JS_v2.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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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시스템 인식
지능형 온보드 진단에 제어 시스템 장비의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이러한 장비의 시스템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장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비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피드는 각 장비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아내기가 
어려운 문제를 찾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각 장비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시스템 문제를 식별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가  

없다면 이러한 이중 

불일치를 식별하는데  

몇 시간(또는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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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단계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2
3

장비를 연결합니다

즉각적으로 상태 및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therNet/IP 네트워크에 추가합니다

사전 로드된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장비를 위한 FactoryTalk Analytics를 통해  
5분 안에 가치를 제공합니다.

주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품 구성에 소요되는  

매 분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므로,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사용하기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자상거래 
포털을 방문하십시오. 

• KnowledgeBase 계정을 생성하십시오.

•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  정보 얻기를 시작하십시오!

https://commerce.rockwellautomation.com/rockwell/en/USD/
https://commerce.rockwellautomation.com/rockwell/en/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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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업체 및 기타 프로세스를 담당자는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를 통해 프로세스 

대신 제품의 기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존 블라이스톤 

전기 및 제어 감독관, Great Lakes Brewery

요약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객은 끊임 없이 이동함으로 인해 자신의 제어 시스템 데이터의 구문을 분석하여 실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 툴이 탄생했습니다.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서  
IIoT 전략의 미래 방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 장비의 지능형 온보드 진단에 대한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이러한 장비가 시스템 인식을 
통해 어디서나 데이터를 집계, 분석 및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EtherNet/IP 장비의 자동 검색, 친절한 챗봇,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대상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액션 카드, 5분 미만의 시간에 가치를 제공하는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가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만이 아닙니다! 장비용 FactoryTalk Analytics는 확장 가능한 분석 전략 중 하나일 뿐이므로 모든 수준의 비즈니스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제품군은 아키텍처에서 스마트 자산을 사용하여 생산 현장 및 기업 전체의 협업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Connected Enterprise의 어느 부분에서도 생산의 연결, 관리, 검증 및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software/applications/analytics_for_devices.page?
http://rockwell.lookbookhq.com/scalable-manufacturing-analytics/


Allen-Bradley, FactoryTalk, IntelliCENTER, Listen.Think.Solve, PowerFlex, Rockwell Automation, Rockwell Software 및 VantagePoint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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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기업인 Rockwell Automation, Inc.(NYSE:ROK)는 고객 생산성 증대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 브랜드인 Allen-Bradley®와 Rockwell Software® 제품은 그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 Plus에서 ROKAutomation을 팔로우하세요. YouTube에서 Rockwell Automation을 구독하세요.  
LinkedIn에서 Rockwell Automation을 검색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여 
FactoryTalk 

애널리틱스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https://twitter.com/ROKAutomation
https://plus.google.com/+RockwellautomationInc/posts
https://www.youtube.com/user/ROKAutomation/home
http://www.linkedin.com/company/rockwell-automation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http://rockwell.lookbookhq.com/factorytalk-analytics-for-devices/Follow_that_Info
http://rockwell.lookbookhq.com/factorytalk-analytics-for-machines/Follow_that_Info
http://rockwell.lookbookhq.com/factorytalk-analytics-for-machines/Follow_that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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