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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쇼가 스마트공장 시대의 완벽한 결선 솔루션

을 주제로 지난 9월 30일(금) 09:30~15:40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Industry 4.0의 

트렌드와 함께 미래 자동화 시장 적용을 위한 바이

드뮬러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영석 한국지사장(바이드뮬러코리아 대표)은 조

선  건설  공작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신

규 산업과 신규 기술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유

럽(독일)의 선진 사례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계(Machinery)산업 Global Industry Develop 

ment Manager인 Matthesius 

Michael 씨는 Industry 

4.0 트렌드 및 구현 솔

루션을 소개하는 자리

에서 독일에서는 인더

스트리 4.0과 관련하

여 많은 기술들이 시연

되고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며 예전에는 똑같은 

기성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염가 판매했지만 이제 고객

들은 다양한 제품을 원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다른 엔진, 다른 미션, 다른 색깔, 다른 전장의 킬

을 원하는 것. 기존과 똑같은 생산 시간(효율성)과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은 더 스마트하고 

더 유연해야 한다. 필드버스와 같은 통신기술이 적

용되고,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하고, 3D 프린팅  에너

지 모니터링  빅데이터  Cobots과 같은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Transparent energy & Condition monitoring 

solution(에너지 모니터링과 원격 클라우드 제어시

스템)을 소개한 안상현 팀장은 전력 사용량과 장

비의 상태가 얼마나 투명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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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엔드유저가 실질적

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지가 중요

하다며 작고 간소

한, 여기에 원가 절

감도 할 수 있는 U 

-remote를 제공

했고, 전력 사용량

과 전력의 품질(고조

파, 역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Energy Meter

를 제공했고, 수출 장비를 먼 거리에서 확인하는 

U-Link(유링크)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고, 

고장 나기 전에 전류를 모니터링해서 일정한 트렌드

를 파악할 수 있는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ACT20C)

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원가절감은 물론 모니

터링 시스템까지 구현했다. 실제 장비는 많이 추가

되었지만, 삭제된 부분도 많다. 트렌드에 맞게 장비

가 훨씬 세련되었고, 유지보수와 전력 모니터링이 

상당 부분 절감되어 고객 분들이 적극 사용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근수 과장은 Pioneering 

connectivity solution(진화

를 거듭한 최신 결선 솔루

션)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제

품의 혁신은 일관된 방향으

로 흘러가고 있다. 얼마나 작

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다

양한 펑션을 제공하고 원가 절감까지 할 수 있느냐

가 중요하다며 바이드뮬러는 고객이 원하는 100

가지 솔루션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순 없다. 하지만 

그런 흐름에 맞춰 출시된 필드 와이어링, 캐비닛 

와이어링 제품들을 많이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기홍 과장은 Smart power control 

solution(효율적인 전원공급 및 안전한 차단 솔루

션)인 낙뢰보호 솔루션, 전원공급 솔루션, 회로보

호 솔루션, 스마트 파워 솔루션의 특장점을 소개

하여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바이드뮬러는 지난 160여 년간 진화를 거듭한 

결선 솔루션을 기반으로 에너지 모니터링과 원격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다운타임 방지를 

위한 예방 측정, 전자회로를 적용한 차단 시스템 

등 혁신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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