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위한  
디지털 레시피
스마트 제조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식음료 운영에서 수율,  
품질 및 직원 효율성 향상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


식음료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라벨. 식물성 대용품. 추적성. 지속 가능성. 식료품 
배달. 인구 증가. 목록은 계속 추가됩니다.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와 기술 확산으로 인해 생산 업체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음료 및 담배 제품 감소 및 식품 제조 생산성 3.1% 감소 
(근무 시간 대비 생산량)
출처: Productivity and Costs by Industry News Release,  
Bureau of Labor Statistics, April 23, 2019

2020년도에 예상 SKU 수가 증가했음을 보고하는 회사

출처: Trends and Advances in Food Packaging and Processing, PMMI, January 2020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회사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Insight Report, Rockwell Automation, December 2019

식음료 업체의 절반은 여전히 디지털 혁신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다른 산업에 비해 11% 뒤처짐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Insight Report, Rockwell Automation,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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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스마트하게. 연결성 향상.  
생산성 향상.
직면한 많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식음료 
회사는 최대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대응력이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 가도에 있는 기업은 다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속한 신제품 
출시 

빠르게 증가하는 SKU 수 및 라벨 요건에 대응하는 
유연한 운영

진화하는 공급망 및 시장 출시 경로의 복잡성 관리 

증가하는 식품 추적 규정 준수

직원 및 자산 활용 최적화

수율, 처리량 및 기타 생산성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데이터 활용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스마트 제조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성공 사례
한 수제 치즈 및 요구르트 제조업체가 

최신 자동화 및 제어 간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20% 향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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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장의 실현 
현대 디지털 공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공정 제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은 다음과 같은 
기회도 제공합니다.

재료의 흐름을 따라서 생산 전반의 수율을 추적합니다.

핵심 생산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통찰력을 통해 운영을 개선합니다.

공급망 개발에 대응해서 주문형 생산을 개선합니다.

실시간으로 리콜을 관리하고 예방합니다.

전환과 같은 복잡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머신 러닝, 디지털 트윈 및 로봇 기술 등과 같은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식음료 
업계에서 7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의 공장의  
제공할 수 있는 이점: 
통찰력 기반 운영
유연성 향상
시장 출시 시간 단축
보다 안전한 운영
직원 생산성 
수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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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혁신은 업계가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제조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사람, 부서 및 조직 전반에 걸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은 자산과 정보 계층을 연결하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발전시킵니다.

• 무선,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술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구축함으로써 협업과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 확장형 분석은 보다 신속하고 향상된 의사 결정을 위해 전사적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전환합니다.

• EtherNet/IP에 기반을 둔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는 기업 전반에서 완벽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전에, 정보기술(IT) 및 운영기술(생산 현장 시스템)을 먼저 
단일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융합해야 합니다.

정보 및 연결성 증가

이제 데이터는 
 유용한 자산이 아니라, 
생산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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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 
통합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시스템 작동 방식을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 센서, 스마트 장비, 드라이브 및 기타 물리적 장치에서 데이터 
검출하여 수집합니다. 이러한 제조 인텔리전스는 심층 분석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반입니다.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 지표를 추적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4가지 IIoT 인에이블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엔터프라이즈 제조 인텔리전스로 수율을 높입니다. 
EMI 소프트웨어는 제조 정보를 구성하고, 상호 연관시키고, 제시함으로써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품질 관리자는 
이를 통해 1차 통과 수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전사적 데이터와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2   확장형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 품질을 추적합니다. 
MES 소프트웨어는 더욱 심층적이고 즉각적인 생산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액세스는 작업자가 품질, 재료 및 프로세스 자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MES는 유통 기한에 따라 적절한 자재를 올바른 순서로 사용함으로써 낭비를 
줄여줍니다.

또한, MES는 추적성 및 규정 준수를 간소화함으로써 강력한 식품 안전 및 품질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리콜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망 투명성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식품 안전를 위해, 로트 
단위의 양방향 추적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이 포장 단위의 추적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며, 이는 2018년 37%

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이 제품 수준의 추적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44%

에서 증가하였습니다.

54%

43%

66%

출처: State of Food Manufacturing Survey, Food Engineering,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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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솔루션으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맥락화하는 실시간 분석을 통해 
예방적 유지 보수, 자산 최적화 및 품질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 압력, 조리 시간 및 CIP(Clean-In-Place)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을 
통해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함으로써 부하 요건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결합하면 작업자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는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도 가상 현실(VR)을 통해 장비의 디지털 
트윈과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구성을 테스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기술로 생산성을 높입니다.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공장에서 
일하든 원격으로 작업하든 상관 없이 중요한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대시 보드, 자동 생성된 보고서 및 알림을 통해 향상된 결정을 내기 위해 
필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웨어러블 장비도 생산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강 현실(AR) 
헤드셋은 디지털 작업 지침 및 원격 문제 해결을 제공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한 대형 글로벌 식음료 회사 
Thigworx IIoT® 플랫폼을 
전사적으로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5~8% 향상시켰습니다.

7
풍부한 기회 
2페이지

정보 및 연결 
5페이지

유연성 및 속도 
9페이지

직원 생산성 
14페이지

사이버보안
17페이지



[여기에 배경 이미지 삽입]

분석에 대한 고찰
데이터 분석 도구는 미가공 데이터를 상황기술, 분석, 예측, 처방 및 이행에 대한 정보로 전환합니다. 생산 일정부터 예방 보전에 
이르는 전 영역의 정보를 대시 보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분석 도구는 간단한 모니터링부터 복잡한 이벤트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장비 레벨: 자산 성능 및 장비 상태

• 공장 레벨: 수율 트렌드 및 이슈 예측 

• 엔터프라이즈 레벨: 운영 적합성 준수

특정 라인 또는 장비에 대한 
장비종합효율(OEE) 레포트 

제공합니다.

발생한 이벤트를 통해, 반복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OEE 에 미치는 

영향을 %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과거 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설비 고장을 예측합니다.

머신 러닝에서 제공되는 고장의 예측 
시점과, 유지보수 매뉴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설비 고장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상황 기술

발생한 문제의 내용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곧 발생할 문제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석 예측 처방 및 이행

OEE 분석 및 예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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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별 평균 신규 SKU 수는  
2017년에 64개의 신규 SKU에서 

2019년에 91개의 신규 SKU로 42% 
증가했습니다.

출처: Brand Owner Packaging Study,  
L.E.K. Consulting, April 2019

소비자가 환경 보호 포장, 청결한 라벨, 건강에 좋은 재료, 레인보우 
팩, 온라인 주문 및 간편한 쇼핑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즉, 레시피 
증가, 배치 소형화 및 수 많은 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마트 제조는 생산을 유지하거나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 확장형 프로세스 제어로 복잡성 감소 

• 버튼 하나로 제품, 크기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다목적 장비를 사용하여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

• 통합된 장비 제어로 운영 및 유지 보수 간소화 

• 최신 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유연성 확보

증가하는 SKU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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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점
개별 프로세스 제어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CPG(식음료, 일용품 등 소비재) 제조업체는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고, 전환 시간을 줄이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사적 제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분산제어시스템(DCS)은 서로 다른 자동화 
프로세스를 전사적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편집, 배치 관리 및 진단 등과 같은 
기능은 플랜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DCS의 핵심 기능은 오픈 소스 EtherNet / IP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산 호환성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견고한 네트워크 인프라 

규정을 준수하는 유연한 운영 

개방형 보안 네트워크

프로세스 제어에 대한 재고찰
DuPont에 있어서 DCS는 데이터, 자산,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DuPont의 영양 및 건강 사업부는 현대식 DCS를 통해 전세계 식품 
회사에 기능성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날 증가된 운영 가용성 및 데이터 수집, 간소화된 
유지 보수, 향상된 비용 관리 및 미래 확장성을 통해 프로세스 및 

운영상의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는 단 2주 만에 완벽한 
시스템 이력 통합과 2000개 이상 I/O 포인트의 전환, 시운전 및 

테스트를 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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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산 단계의 신속한 추적 
생산 현장은 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통합되어 있는 일련의 독립형 장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생태계로 인해 설치 및 전환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및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시장 출시 시간도 지연됩니다.

그러나, 메카트로닉스의 발전을 통해 “개별적으로 작동하던 자동화를(islands of 
automation)”을 완전 통합형 장비 솔루션으로 전환함으로써 속도와 유연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 지난 수십 년간 로봇은 자동화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로봇에는 독점적인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자와 통합자에게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업계 최고의 공장은 동일한 표준 PAC 기술에서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나머지 
장비를 제어함으로써 모션을 조정하고 작업 간소화합니다.

머신 러닝 덕분에 현대 로봇은 기존 시스템보다 프로그래밍하기가 더 쉽습니다. 생산 업체는 3
차원으로 작동하는 로봇의 반응성 및 적응성 때문에 제품 및 포장 형태 및 크기를 무제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ICT)인 리니어 모터 기술을 통해 수요 변화, 로트 크기 
감소 및 SKU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컨베이어 방식은 미리 정해진 
경로와 피치로 제한되었지만, ICT는 자석을 사용하여 각 카트의 모션을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 다른 카트의 위치에 따라 카트 속도를 지능적으로 높이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97% OEE를 제공하는 유연한 장비
정밀 포지셔닝용 듀얼 iTRAK® 시스템과 픽앤플레이스 

기능용 로봇을 사용하는 조립, 충진, 포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 PartnerNetwork™ 

장비 제조 업체와 협력했습니다. 재료 분배, 다른 
제품 스테이징 또는 2개 SKU 동시 실행을 위해 보조 

iTRAK®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 85%의 
OEE를 요구했지만, 유연한 장비는 현재 97%의 OEE

를 달성함으로써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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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전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신제품 또는 포장 구성에 수동 개입 및 기계 재설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술에는 최신 
서보 드라이브 기능이 있어서 이전 솔루션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4 라인 통합 솔루션은 커먼 장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표준 작업자 스테이션의 라인 성능을 설정, 
제어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간단하고 
반복 가능한 통합은 향후 라인의 신속한 배치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 장비의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표준 PAC에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전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시스템만 학습해야 하는 작업자를 위해 장비 
작동 및 유지 보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시스템 통신 및 모션 제어 속도를 높입니다.

시각화, 보고 및 분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단일 통합 소스를 제공합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70%가 원하는 가장 큰 

개선 사항은 ‘신규 제품 제조 장비의 유연하고 
신속한 체인지오버’ 입니다.

출처: Trends and Advances in Food Packaging and Processing,  
PMMI,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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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Lotte Wedel은 동일한 장비에서 더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비의 

속도를 늦추는 인피드 프로세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Rainer Bersch, 지역 관리자, 설계 및 주문 처리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에 대한 고찰 
대부분의 식음료 회사는 오늘날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해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수동 조작의 의존성이 높은 시스템 구성, 전환 중 시간 및 생산 
손실, 생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선된 운반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은 다양한 무게와 치수의 제품을 운반할 수 있어서 고속 정밀 제품 
조립부터 복잡한 포장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적합합니다. ICT는 장기간 가동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전환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 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능을 통해 훨씬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생산 업체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품복 감소

에너지 소비량 절감

제어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부하를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는 기능

한 번의 투자로 미래를 여는 방법
초콜릿 제과 업체인 Lotte Wedel은 고객의 수요와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량, 
공간 및 현재 컨베이어 취급 용량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포장 종류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공정을 중단하게 되면서 장비의 가동 
속도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더욱 길어진 드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고속 연속 모션 
포장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능형 트랙 시스템을 배치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었습니다.

처리량이 분당 120 유닛에서 180 유닛으로 50% 향상

다양한 포장 수량, 크기 및 모양을 1분내에 전환하여 유연성 제공

OEE가 증가하면서 기계적 마모 5% 감소 

13
풍부한 기회 
2페이지

정보 및 연결 
5페이지

유연성 및 속도 
9페이지

직원 생산성 
14페이지

사이버보안
17페이지

https://rok.auto/3iHsLOc


14

식음료 업계 경영진의 68%는 향후 
3년간 디지털 투자의 가장 큰 이유가 

직원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과 함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Insight Report,  
Rockwell Automation, December 2019

식음료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입니다. 즉, 
미래를 계획하기 보다는 비용 절감에 급급하면서 시장을 따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20%는 인력 문제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율이 낮아져서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부터 기업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인력 재교육에서 
차세대 직원 교육 및 채용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중 하나는 직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향상시키면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력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원 생산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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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부문에서 이직률은 평균 
41.5%에 달합니다.

출처: Automation and talent challenges in US consumer packaged 
goods, McKinsey & Company, April 2019

현명한 활용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작업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역할 별 지침을 맥락화함으로써 특히 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업무의 복잡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인력 솔루션은 실시간 성과 추적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모니터링하거나 프로세스에서 생산성 시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음료품 회사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장 출시 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강화
안전한 작업자는 생산성이 높은 작업자이며, 이는 인력 강화에 대한 보다 통합디지털 
접근 방식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기계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물리적 결선 시스템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고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 관련 정지가 발생하는 
구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자원 
지역에 숙련된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 팀의 직원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 원격 서비스는 
지속적인 장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라이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핵심 프로세스, 24시간 운영 및 원격 위치 기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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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대한  
IOT 고찰  
IoT가 현대 인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On-Machine 유지 보수 지침부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고급 예측 분석에 이르기까지, 
품질, 속도 및 심지어 보안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는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에게 친숙한 대화식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기능을 갖춘 씬 클라이언트 기술은 작업자가 승인된 
도구 및 콘텐츠만 액세스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AR은 기업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력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비에 대한 핸즈프리 표준 작동 절차 또는 
더욱 신속한 복구를 위한 디지털 수리 지침을 
오버레이합니다.

직원이 업무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복제합니다.

숙련 근로자가 은퇴하기 전에 중요 지식을 캡처하고 
디지털화합니다.

성공 사례
직원에게 실행 가능한 정보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를 
제공하려는 세계적인 유제품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제어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IIoT 솔루션은 2500시간 수동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추가 생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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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만 IoT 
장치에 대해 1억 500만 

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일  

기간에 비해 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출처: IoT Under Fire, Kaspersky,  
October 2019

스마트 머신, 코봇, 고급 분석, 모바일 액세스, 무선 데이터 공유 및 분산형 플랜트 제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생산적인 식음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과 
보호해야 할 공격 영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8,400만 달러를 손실한 글로벌 식품 생산 업체에 물어보십시오. 이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환영 받지 못했던 사이버 보안 비용은 실제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동 시간이 증가하고, 제품 리콜 횟수가 줄어들고, 실시간 원격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십시오. 먼저 보안 평가를 시작해서 위험 영역과 잠재적 위협을 파악하십시오.

• 전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심층 방어와 같은 다층적 접근 방식은 복수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능동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엔드포인트 보호 및 바이러스 스캐너 수준을 넘어서 생각하십시오. 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침입자를 격퇴하십시오.

• 위협에 대응하십시오. 실시간 탐지 서비스 및 능동적 위협 관리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 경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보안 정책, 패치 관리, 모바일 액세스 및 Industrial DMZ(IDMZ)와 같은 것을 
구현하거나 재평가하십시오.

사이버보안:  
위험에서 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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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ok.auto/2HZKMuu


협업 사고 방식 
패치 관리와 같은 단순한 기능은 식음료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속적인 가동에 있어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몇 분이 아닌 몇 시간 내에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IT 기반 서비스 수준 계약에서는 수십억 원 단위의 
생산성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T 또는 운영기술(OT) 부서 및 프로세스만 사용해서는 오늘날의 새로운 연결성 수요 및 장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협업적인 사이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전통적으로 
고립되었던 부서를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현대 기업에서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정보, 자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서간 전담 팀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된 부서 간의 바이러스 감염에 안전하십니까?
위협은 물리적 및 디지털, 내부 및 외부, 악의적 및 우발적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이 
시행되면서 품질 또는 생산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급변하는 위협 환경으로부터 네트워크와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Cisco, Microsoft 및 
Panduit과 같은 업계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보안에 대한 귀하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자동화 업체의 적절한 서비스 조합을 통해 다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사건

프로젝트 타임 라인

CAPEX

O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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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human possibility, iTRAK®, PartnerNetwork™ 및 Rockwell Automation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제조가 제조 운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성 있는 실시간 역할 기반 정보를 통해 모든 레벨에서 정보에 충실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장비 및 자동화 제어를 
결합하는 통합 솔루션은 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프로세스 개선 및 경쟁 우위를 위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제조 솔루션을 시범 운영하는 기업의 2/3는 대규모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복잡한 조직과 
인프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고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위험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공장을 구축하는 일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조, 공급망, IT 및 식음료 업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계획, 구현 및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
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https://www.instagram.com/rokautomation/
https://www.linkedin.com/company/rockwell-automation/
https://twitter.com/ROKAutomation
https://rok.auto/3llMgxC
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https://www.instagram.com/rokautomation/
https://www.linkedin.com/company/rockwell-automation/
https://twitter.com/ROK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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