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EC 62443-2-4 기반 사이버 보안의 모범 사례로 Achilles Practices 

Certification에 최초로 재가입한 에머슨의 DeltaV DCS

DeltaV, APC 재인증 감사 통과로

사이버 보안 강화

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DeltaV  버전 12.3 분산형 제어시스

템(DCS) 및 보안 프로젝트와 엔지니어링 지원 서

비스가 Achilles Practices Certification(APC)의 

보안 모범 사례로서 연간 재인증을 최초로 통과했

다. GE Company의 운영 기술 환경을 위한 사이

버 보안 솔루션의 선두 주자인 Wurldtech는 미션

크리티컬(mission-critical) 연결 시스템, 장치 및 관

례를 인증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IEC 

62443-2-4 표준은 산업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기 위

해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면한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진

화하면서, 에머슨은 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 보안에 

정통한 서비스로 DeltaV DCS를 업데이트 하여 연

례 APC 재인증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Wurldtech

의 연례 재인증을 받은 에머슨은 DeltaV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보다 심화된 사이버 보안 프로세

스 및 관행, 개발, 테스트, 시운전, 유지 보수 및 지

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산업 표준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Wurldtech은 제조자의 정책과 

방침이 IEC 62443-2-4 요구사항에 따르는 지 입

증하기 위한 독립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최고전략책임자

(CSO)인 Peter Zornio는 Wurldtech Achilles Prac 

tices Certification은 고객들에게 가장 널리 요구되

는 사이버 보안 인증 이라며 에머슨은 Achilles 

Practices Certification을 획득하여 고객들이 최

신의,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 사이버 보안 

기준 및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엇

보다도 이를 통해 고객의 프로세스와 자산을 보호

하는데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Wurldtech의 CTO이자 창립자인 Nate Kube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보안 산업 기준을 따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머슨이 이러

한 기준점을 세운 것은 축하할 일이라며 DeltaV 

시스템과 서비스 방침에 대한 재인증을 받음으로

써 에머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기준에 맞는 사

이버 보안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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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Foundation  CC-Link협회,

하노버 메세에서 양해각서에 서명

CC-Link협회   OPC Foundation은 취득한 프로

세스 데이터, 알람이나 이벤트 레코드, 이력 데이터 

및 일괄 데이터의 멀티 벤더 기업 시스템의 통신  제

조장치 간 통신을 표준화하는 오픈 사양의 작성 및 

보전에 따라 산업자동화의 상호운용성을 추구한다. 

OPC의 목표는 공장 플로어에서 멀티 벤더 시스템 

기업에 정보를 이동하기 위한 수직적 상호운용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다른 벤더에서 다른 산업 네트

워크 상의 기기 간의 상호 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다.

CC-Link협회는 전 세계 2,600 이상의 가입 기업

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협회로 CC-Link IE(산업용 

Ethernet)와 CC-Link(필드버스) 등의 고도의 오픈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산업자동화 업계 전반의 디지털화에서는 클라우

드 베이스 서비스 통신을 포함한 공장 내외의 인터

넷 기술을 활용하며, 모든 계층 간의 일괄 관통의 

통신이 요구된다. 이것이야 말로 OPC Foundation 

및 CLPA가 통일된 엑세스와 인터페이스 규격 사양

을 만드는 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노버 메세에서 OPC Foundation 토마스 J. 

Burke 이사장 겸 상임이사 및 CC-Link협회의 나

- 두 개의 규격 단체가 장치와 IT 시스템 간의 통신 연계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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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무라 나오미 사무국장은 인터페이스의 구축에 관

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양 단체가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다.

OPC Foundation의 Burke 이사장 겸 상임이사

는 OPC Foundation 및 CLPA 간의 연계는 CC 

-Link/CC-Link IE 및 기기의 클라우드로의 완전

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신뢰의 CC-Link/

CC-LinkIE를 선택한 엔드유저는 완전한 데이터, 

정보교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비대응 시스템을 

일체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CLPA 나카무라 사무국장은 CLPA는 유저의 

Industry 4.0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 CC-Link IE는 이러한 어플리케이

션을 위한 최대용량인 기가비트 Ethernet을 제공하

고 있으며, OPC Foundation과 연계하여 한발짝 앞

서 나가려고 합니다. 목표는 엣지 컴퓨팅에 대응하는 

것(기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

는 것)입니다. OPC-UA를 겸비한 CSP+ 기술을 확

장하는 것으로 여러 기계가 1개의 기기처럼 다뤄지

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전체를 초월하여 간단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CC-Link협회(CLPA)에 대하여

CC-Link협회(CLPA)는 전 세계 2,600 이상의 가입 기업으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단체다. 회원의 

공통 목적은 공유 고객이 통합 생산을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것에 중점을 맞춘 CC-Link 패밀리 오

픈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 촉진 및 기술 개발이다. CC-Link IE 독자의 1G 비트 성능은 Industry 

4.0, IIoT 및 중국 제조 2025 등의 전 자동화의 대처 기반, 핵심기술로서 채용되어 있다. 이에 따

라 고객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CLPA는 심리스 메시지 프로

토콜(SLmP) 및 컨트롤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프로파일(CSP+) 기술도 제공한다. SLmP는 임의

의 Ethernet 기기를 CC-Link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CSP+는 빠르고 용이한 

네트워크 설정, 보전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www.cc-link.org를 참조 바란다.

  OPC Foundation에 대하여

1996년부터 OPC Foundation은 OPC 정보 교환 규격의 개발 및 채용을 촉진해왔다. 이러한 규격

의 대변자 및 관리자로서 OPC Foundation의 미션은 산업 벤더, 엔드유저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생산 및 자동화 자산의 상호 운용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OPC Foundation은 데이터

나 정보를 임베디드 하드·소프트로부터 기업 클라우드에 이동하기 위한 멀티 벤더, 멀티 플랫폼, 안

전하고 고신뢰의 상호 운용 환경을 달성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규격, 기술, 공정 및 증명을 제공하

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산업자동화, IT, IoT, IIoT, m2m, Industriy 4.0, 빌딩자동화, 공작기계, 의

약품, 석유화학제품 및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 470 이상의 멤버에게 공헌하고 있다. OPC 

Foundation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https://opcfoundation.org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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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코리아㈜   키사이트 코리아(대표이사 

윤덕권)가 두 가지의 새로운 극한 온도 프로빙 솔

루션인 N7007A 극한 온도 패시브 프로브와 중-

고전압 차동 액티브 프로브용 N7013A 극한 온도 

확장 킷을 선보였다. 

이 프로브들은 최대 400mHz 대역까지 운용 가

능하며, 온도 챔버에서 전기 신호를 프로빙하는 데 

이상적이다. 이번에 선보인 두 제품은 키사이트의 

InfinilVision과 Infiniium 시리즈와 호환이 가능

해, 극한 온도 오실로스코프 프로빙 솔루션 선택

의 폭이 넓어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극한 온도를 포함

한 다양한 환경 조건하에서 테스트되어야 한다. 대

부분의 테스트 기기와 패시브 혹은 액티브 프로브

들은 0도에서 55도 사이 온도에서만 운용이 가능

했다. 그에 반해 일반적으로 극한 온도 테스트는 

-40도에서 85도까지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환경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프로브 사양에 표기된 온도

적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프로브와 장비를 테스트 

챔버에 함께 배치할 수가 없었다.

극한 온도 오실로스코프 

프로빙 솔루션 출시

- 영하 40도에서 영상 85까지의 온도에서 운용 가능

 키사이트 N7007A 극한 온도 패시프 프로브 키사이트 N7013A 극한 온도 확장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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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 오실로스코프와 프로토콜 디비전 부서

장인 데이브 씨프리아니(Dave Cipriani)는 전자 제

품에 대한 환경적 테스트를 실행할 때, 엔지니어들

은 반드시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극한 온도 조

건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키사이트의 

극한 온도 프로빙 시스템은 다양한 온도에서 자신

들이 디자인한 제품이 운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엔지니어들에게 이상적이다. 키사이트 테스트 솔루

션으로 엔지니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제품의 장기적 성능이

나 기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많은 엔지니어가 표준 온도 프로브들을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은 물리적 

손상을 쉽게 입는다. 환경 엔지니어들의 또 다른 

제약 사항으로는 프로브의 끝에 긴 선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는 제품 성능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켜 

대역폭의 감소나 과도한 인덕턴스를 일으킨다. 키

사이트는 이 문제를 N7007A 싱글엔드 패시브 프

로브와 N7013A 프로브의 차동 액티브 프로브와

의 외부 킷으로 해결하였다. 

N7007A는 2m 길이에, 10마이크로옴의 미세전

류와 400mHz 대역폭을 사용한다. 이 장비는 영

하 40도에서 영상 85까지의 온도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이 프로브는 극한 온도에서의 다양한 운용

에 이상적이며, 장비의 길이는 오토모티브 애플리

케이션에서 접근이 어려운 테스트 포인트를 프로

빙하는 데 이상적이다.

N7013A는 70cm 길이의 극한 온도 확장 킷으로 

N2790A(±1500V), N2791A(±700V), N2792A(± 

20V) and N2818A(±20V)를 포함한 4개의 키사

이트  중-고압 차동 액티브 프로브와 호환이 가능

하다. 이 프로브는 CAN, CAN FD, 그리고 FlexRay

를 포함한 오토모티브 차동 버스 테스트뿐 아니

라,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도 사용된다. N7013A의 외부 킷은 엔지니어들이 

환경 챔버 외부에 있는 온도 감지 차동 액티브 프

로브의 본체에 설치하고, 외부 킷(70cm의 케이블 

한 쌍)과 연결 어댑터로 영하 40도에서 영상 85까

지 조절 가능한 환경 챔버로 프로브를 연결할 수 

있다.

키사이트 극한 온도 오실로스코프 프로빙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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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 남아프리카 주류업체인 SAB(South African 

Breweries)가 남아프리카 알로드(Alorde)에 짓는 신

설 맥아제조공장(제맥 공장)이 단일 표준 보안 네트

워크 인프라인 EtherNet/IP 기반의 완전히 자동화

된 제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제어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이질적이었던 생산 공정

을 EtherNet/IP 네트워크로 연결된 단일화된 솔루

션으로 탈바꿈시켜, 공장 전체의 상황 파악이 가능

하고, 제맥 공장 생산 현장의 유용한 데이터를 SAB

의 경연진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6년에 신설된 제

맥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SAB의 남아프리카 및 나

미비아 맥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질 것으로 예

상된다.

기존 알로드 양조장 옆에 위치한 이 신설 제맥 공

장은 지역 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현지 맥아 생산을 

60%에서 90%로 높임으로써 수입 맥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게 되며, 맥아 생산량을 연간 42,000톤에서 

150,000톤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SAB는 회사에서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Ether 

Net/IP로 연결된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찾았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구현한 

솔루션은 공장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SAB의 타 전

사 부문에 연결함으로써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그 

이상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The Connected 

Enterprise)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OT(제조운영

기술)과 IT(정보기술)을 통합하여 구현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SAB는 생산 현장에서의 제조 

운영, 기업경영시스템 상의 기업 경영 및 거래 데이터

에 안전하게 액세스하여 제맥 공장의 공급망을 개선

하고,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향상시킬 것

입니다.라고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남아프리카 요하

네스버그(Johannesburg) 전력 및 컴포넌트 비즈니

스 매니저인 애드리안 반 윅(Adrian van Wyk)은 설

명한다. 

공장 내의 모든 장치와 공정은 안전한 단일 네트

워크인 듀얼 포트 구성(EtherNet/IP) 기반의 하드웨

어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장치 및 디바이스 레벨에

서 고성능의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복원력을 갖

춘 강력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된 기술 솔루션을 

SAB의 신규 맥아제조공장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구현

SAB Maltings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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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라고 반 윅이 언급했다.

전체 시스템을 들여다 보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Allen-Bradley® ControlLogix 컨트롤러와 Allen-

Bradley Stratix 산업용 EtherNet/IP 스위치로 제

어되는 모터 컨트롤 센터(mCC)로 구성되며, 이 

mCC는 500개 이상의 E300 지능형 전자식 오버로

드 컨트롤 릴레이, 70개의 PowerFlex 750 저압 인버

터, 50개의 SmC Flex 스마트 모터 컨트롤 소프트 스

타터로 구성되어 모터 시동, 정지, 제어 및 보호를 하

면서도 우수한 생산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로

크웰 오토메이션은 플랜트 전반에 걸쳐 에너지 계량, 

에너지 소비, 부하 차단 및 고조파 분석(Harmonics 

Analysis)을 위해 Powermonitor 미터링(metering) 

솔루션을 공급하였고, 기술 제휴 파트너사인 mSE

는 배선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 전반에 분포되는 

mCC 전체 패키지를 공급하였다.

신규 자동화 시스템은 가장 IT 친화적인 단일화

된 표준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인 EtherNet/IP로 통

합되어 생산 현장에서 경영진까지 공장 전반에 대한 

시각화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반 윅은 덧

붙였다. 운영 중에도 접근 가능한, 의사 결정에 의

미 있는 생산 데이터, 장비 진단 및 자동적인 고장 

발견 및 진단에 대해 안전한 액세스가 가능해짐으

로써 SAB는 제맥 공장의 전체의 생산 현황 파악 및 

이를 통해 생산과 경영에 대한 빠른 의사 결정이 가

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제품의 출시 시간 단축, 총 

소유 비용이 절감, 자산 활용 측면과 전사 위험 관

리 기능의 향상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공장을 무중단으로 가동하기 위해 모든 모터 컨

트롤 센터, 장치 수준의 하드웨어에는 로크웰 오토

메이션 ADC(Automatic Device Configuration, 자

동 장치 구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

으로 장치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및 장비 교체 시 기

존 파라미터의 복원 및 구성이 가능하다. 

중단 없는 실시간 장치 통신을 보장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DLR 네트워크와 함께 ADC를 사용할 

경우 SAB는 탁월한 네트워크 복원력을 확보하여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을 줄일 수 있다.

SAB의 신설 공장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진

정한 스마트 매뉴팩처링, 즉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EtherNet/IP 네트

워크로 연결됩니다.라고 반 윅은 말한다. 퓨처 프루

프, 즉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향후 지원 기능

도 제공하는 최첨단의 제어 및 모터 컨트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SAB는 운영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을 향상하고 글로벌 차원의 역동적인 시장 수요에 경

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끝맺었다.

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시스템 통합 파트너사인 

Advansys가 공장의 모든 공정과 제어 시스템을 통

합했으며, 70%의 생산능력으로 가동되고 있는 

SAB의 알로드 제맥 공장은 2016년 전반기에 완전

히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SAB Maltings 공장에 설치된 로크웰 오토메이션 시스템

2016. 6  77



-  C-V(Cyclic Voltammetry), Chronoamperometery, Chronopotentiometry의 

터치스크린 솔루션으로 더욱 빠르고 쉽게 실험 수행이 가능 

경제적인 다기능 

전기화학 실험용 시스템 발표

한국테트로닉스㈜   테스트, 계측 및 모니터링 장

비 분야의 세계 최고 공급 업체인 텍트로닉스는 최

근 업계 최초로 그래픽 터치스크린 전기화학

(Electrochemi stry) 실험용 시스템인 2450-EC 

및 2460-EC를 발표했다. 키슬리의 터치스크린 솔

루션을 적용하여 C-V (Cyclic Voltammetry), 

Chronoamperometery, Chronopotentiometry을 

비롯한 광범위한 전기화학 실험을 더욱 경제적이며 

유연하고 간편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관

련 상세한 정보는 http: //kr.tek.com/potentiostat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전기화학 테스트 방식에서 포텐시오스탯

(Potentiostat) 장비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별 맞춤 구성이 불가

능하다. 하지만 키슬리 솔루션의 소프트웨어는 고객

별 맞춤 구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우

수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실험과 측정이 가능하다. 

C-V, Voltammogram 곡선을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 

동작처럼 선택 및 확대/축소를 통해 빠르게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연구와 제품 설계를 수행 

할 수도 있다. 기존의 포텐시오스탯(Potentiostat) 장

비는 전면 패널 컨트롤이 없으므로 별도의 PC를 사

용하여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텍트로닉스 키슬리 제품군 총책임자인 마이크 

플래티(mike Flaherty)는 학생, 교수, 그리고 연구

원들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의 영향으로 인한, 시험 장비에서도 동일한 기

능을 기대한다면서, 2450-EC와 2460-EC는 이

러한 전기화학 실험에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

함으로써 고객의 장비 사용법 숙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화학 및 화학 연구원들은 전기 계측 기법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 및 동역학을 연구한다. 키슬리

의 전기화학 실험용 시스템은 전압 또는 전류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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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전압 전류 실험 파라미터 

또는 시간대 전류법(Chronoamperometery)과 같

은 실험 시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 장비이다.

이러한 장비는 전원을 Source/Sink할 수 있는 4

분원 장비로서, 일반적인 포텐시오스탯(Potentiostat)

장비는 2분원이므로 전기 화학 애플리케이션을 벗

어나 범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2450-EC 및 2460-EC는 I-V 테스트, 누설 

테스트 및 배터리 충전/방전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활용 사례에 대한 일반 실험실 도구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화학 연구원들은 일반적인 포텐시오스탯

(Potentiostat) 장비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전 프로그래밍되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 작업에 있어서 한계점에 부딪치고 있

는 실정이다. 반면, 2450-EC와 2460-EC는 임베

디드 오픈 소스 TSP®(테스트 스크립트 프로세서)

를 사용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테스트 융통성을 제

공하므로 연구원들은 테스트 및 측정 기능이 확장

됨에 따라 사용자가 전기화학 테스트 스크립트 라

이브러리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기존 포텐시오스탯(Potentiostat) 장비는 부피가 

커서 카트를 사용하여 이동을 해야 하지만 2450-

EC와 2460-EC는 카트 사용이 필요 없이 실험실

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소형 패키지로 제공된다. 

2450-EC는 최대 22와트의 소스/싱크 전원에서 최

대 200V 또는 1amp까지 공급 및 측정할 수 있고, 

2460-EC는 최대 100와트의 소스/싱크 전원에서 

최대 100V 또는 7amp까지 공급 및 측정이 가능하

다. 본 장비는 최저 10nV 및 10fA의 뛰어난 측정 

감도, 최저 20mV 및 10nA의 소스 및 측정 범위, 

6.5자리 해상도의 0.012% 기본 측정 정확도를 제

공한다. 각 장비에는 고해상도 5인치 터치스크린 디

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장비 조작이 쉽고, 사용법 숙

지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텍트로닉스 대하여

텍트로닉스(www.tektronix.com)는 통신, 컴퓨

터, 반도체, 소비자 전자제품 산업에 테스트 및 측

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계측기 공급 업체

로서, 1946년 오실로스코프를 시작으로 로직 애널

라이저, 신호발생기, 스펙트럼 분석기, 각종 통신 

및 비디오 테스트 장비계측 장비를 비롯해, 1,000

여 종의 모든 산업용 계측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RF, 직렬 버스,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등을 다루는 고객들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측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한다. 

텍트로닉스는 미국 오리건 주 비버튼에 본사를 

두고 19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일본, 중국 등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텍트로닉스는 전국 8

개의 공식 대리점을 갖추고 있으며, 텍트로닉스의 

제품과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ektronix.co.kr 홈페이지와 자사 운영 불

러그 www.tscop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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