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토메이션 컨트롤 프로덕츠(Automation Control Products, 이하 ACP) 인수를 통해 
간단하고 안전한 중앙화된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로크웰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 컨트롤 프로덕츠 인수

로크웰 오토메이션(NYSE : ROK)이 지난 9월  12일 최

근 중앙 집중화된 신 클라이언트, 원격 데스크톱,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두업체인 오토메이션 컨트

롤 프로덕츠(Automation Control Products, 이하 ACP)

를 인수했다. 

ACP의 두 핵심 제품인 ThinManager®와 Relevance®

는 선두적인 제조업체 및 산업체들이 보다 연결된 제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와 워크플로우 간소

화를 지원하는 시각적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솔루

션을 제공한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번 인수로 공장 현장의 정보

가 기업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

즈라는 비전을 통해 고객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커

넥티트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 분석, 원격 모니터링, 

모빌리티 등의 기술적 진보와 사물인터넷(IoT)로 가속

화된다. 

프랭크 쿨라체비츠(Frank Kulaszewicz) 로크웰 오

토메이션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수석부사장은 오늘

Terminal servers running Plant Floor applications.

Control Room

 Plant Floor 

HMI/MES HMI/ERP/MES

Mobile Users

Plant Floor Offices

Terminal to Terminal Shadowing 
 Multi Session 
 Tiling

Plant Floor Offices 
 Office Grade Thin Clients

 Multi Session 
 Multi Monitor 
 Instant Failover 
 Redundant Ethernet 
 IP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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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공장 엔지니어들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술 혁

신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뿐 아니라 제조 품질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며, 

업계를 선두하는 ACP의 제품들이 로크웰의 포트폴리

오에 합류함으로써,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연결되어 가

는 제조 환경에서 작업자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ThinManager는 통제실에서 엔드유저까지, 현대적인 

제조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의 시각화 

및 관리를 중앙화해준다. 또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

고, 하드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게 해준다. 자체 위치 기반 기술을 통해 ThinManager의 

기능을 확장하는 Relevance는 사용자들이 어디서든 안

전하게 모바일 기기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CP 최고경영자(CEO) 맷 크랜델(Matt Crandell)은  

세계 선두 제조업체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구

현하며 신뢰도, 에너지 및 유지비용 감소뿐 아니라 안

정성, 생산성 및 보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로크웰 오토

메이션의 산업용 오토메이션 제품군에 ACP 제품은 꼭 

필요한 제품 이라며,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양사의 협력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를 고객들도 곧 실

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대하여
Rockwell Automation, Inc.(NYSE : ROK)는 산업 자동화 및 정보에 주력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 본

사를 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80개국 이상에서 22,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본사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영업과 엔지니어링, 고객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영업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과 솔루션 프로바이더, 시스템 통합 업체까지 다양한 파트

너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자동화 제품과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www.

rockwellautomation.com/ko_KR

ACP에 대하여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인수된 ACP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산업용 신 클라이언트 관리 및 위치 기반 모

빌리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자동화 업계의 선도업체이다. 조지아 주 알파레타에 소재한 ACP는 30여 

명의 직원을 둔 개인 기업으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인수된 ACP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산업용 신 클라

이언트 관리 및 위치 기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자동화 업계의 선도업체이다. 세계 100대 제

조업체 중 약 30개 업체를 포함, 30개국에 1,000여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00곳에 자사의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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