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데이터 센터

가상화를 위한 관리형 게이트웨이

가상화는 정보 기술 산업의 표준으로 널리 채택되어 왔고, 이제 제조 
및 생산 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화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설치 면적 감소

• 애플리케이션 수명 연장

• 관리 및 복구 기능으로 인프라 신뢰성 향상 

•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라이센스 및 보증 관리 용이

또한, 이 모든 장점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산업용 데이터 센터는 사전 엔지니어링된 
확장형 인프라 제품을 통해 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가상화된 
서버에서 복수의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비용에 포함됩니다.

사전 엔지니어링 솔루션인 산업용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가상화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데이터 센터에는 제조 및 생산 업계를 위해 사전 
구성된 최신 장비가 통합되어 있어 5종의 장비를 5회에 걸쳐 주문하고 
가동을 위해 설치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장비는 
사전 조립된 상태로 출고되고 로크웰 오토메이션 전문가가 시스템 
시운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특징 및 장점

통합 기술 지원 번호

• TechConnectSM 서비스 지원 포함

(통합 기술 지원 번호). 추가 지원 
서비스에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지원과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포함 

소유 비용 감소

• 서버 설치 면적 감소 및 자산 수명 
주기 비용 절약

가동 시간 향상

• 고가용성 및 Fault Tolerance 제공

• 신속한 배치 및 교체 제공

산업별로 특화된 설계

• 생산 및 제조 환경에 특화된 설계

•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에 3분 미만의 
응답 시간

손쉬운 주문 및 시운전

• 구성 서비스가 포함된 사전 조립 
솔루션. 여러 장비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

관리와 지원이 간편한 환경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데이터 센터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시스템 지원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하드웨어 보증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X X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X X

Knowledgebase 및 시스템 수준 엔지니어 액세스 X X

전용 티켓 소유자 및 후속 검사 X X

시스템에 대한 원격 연결 X

고객별 ROE, 시스템 구성 및 보안 X

고객별 전화 및 이메일 X

시스템 알람 및 이벤트 설정 X

사용자 및 그룹 관리 X

이미지 생성 및 관리 X

템플릿 생성 및 배포 X

씬 클라이언트 배포 및 구성 X

VMWare View 관리 X

백업 검증 및 구성 X

Publication GSMN-PP001F-KO-P – 2018년 2월 © 2018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USA.

Allen-Bradley, LISTEN. THINK. SOLVE., Rockwell Software, TechConnect 및 ThinManager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

산업용 데이터 센터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시스템 지원과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와 같은 확장형 지원 계층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가동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산업용 데이터 센터에는 가상화된 솔루션을 위해 최고의 로크웰 오토메이션 IT 파트너가 제공하는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