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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1984년 설립된 과실, 채소 장비제조업체인 Compac 

Sorting Equipment사는 최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

발에 경험이 있다.

전 세계 포장 회사에 스마트 생산 처리 솔루션 및 장

비를 개발, 제조, 공급하는 시장 선두주자인 Compac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고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개발 및 개선 중이다.

그러나 과실 채소 제조를 위한 글로벌 시장은 점점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ompac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 

는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만 했다. 이 

회사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및 뉴질랜드 소재 NHP 

Electrical Engineering Products Ltd.에게 장비 엔지

니어링 및 설계 기능 간소화를 위한 지원을 의뢰했다.

작업 관계의 수립

Compac Sorting Equipment사는 로크웰 오토메이

Compac Sorting Equipment사,

최첨단 기술로 경쟁력 유지

- Compac Sorting Equipment사의 생산성 향상과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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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PLC 일부를 이미 사용 중이었으며, 이 회사와 그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Compac은 생산성을 개

선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

의 전문가들과 NHP에게 분리 장비 컴포넌트의 엔지니

어링과 관련해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 설

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프라사드 노리(Prasad Nory)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 

매니저는 “Compac Sorting과 함께 최신 기술 구현과 로

컬 서비스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이 회사의 도전 과제를 

같이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라면서, “그런 다음 NHP와 

함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비에 대

해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설계 기능의 간소화에 초점을 두

고 Compac의 솔루션을 설계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솔루션은 Micro850Ⓡ PLC, PowerFlexⓇ 4M, 40대의 

드라이브 및 산업 제어 장치로 구성되었다. 노리는 이 

팀은 커넥티드 컴포넌트 액셀러레이터 툴킷 및 원스탑 

샘플 샵 등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NHP의 기술 자원을 

사용해 솔루션의 가치를 구현했다고 전했다.

장비제조업체는 커넥티드 컴포넌트 액셀러레이터 툴

킷(Connected Components Accelerator Toolkit)으로 

설계 오버헤드를 절감함으로써 최상의 장비 제조에 집

중할 수 있다. 원스탑 샘플 샵(Onestop Sample Shop)

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영업 프로그램으로, 고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해 볼 무료 

샘플 제품을 받는다.

베이든 크랩(Baden Crabb) Compac Sorting Equip 

ment사 수석 전기 엔지니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함

께 한 작업은 아주 좋았습니다. 풍부한 교육과 기술 지원

을 통해 해당 제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비를 구

매 전에 미리 사용해 본 것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솔루션에 어떻게 가치를 부가

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장비 제조

커넥티드 컴포넌트 액셀러레이터 툴킷은 전체 장비 

제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써 장비 설계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장비제조업체

는 강력하고 차별화된 장비 기능을 생산할 지적 자산에 

집중할 수 있다.

크랩은 “커넥티드 컴포넌트 워크벤치™ 소프트웨어

는 우리가 Micro800Ⓡ PLC 시리즈를 사용하기로 결정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그리고 래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또는 구조화 텍스트로 코드를 만

들 수 있습니다.”라며, “Micro 820™는 I/O 요건이 낮

은 애플리케이션에 훌륭한 컨트롤러이며, 출시된 PLC 

중 훌륭한 품질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제품 중 하나로, 

이더넷 기능과 변속 드라이브의 직렬 모드버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스캔 시간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3밀

리초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커넥티드 컴포넌트 워크벤치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장치 구성,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에 

출시된 수많은 빌딩 블록과 더불어, 이 소프트웨어도 

펑션 블록과 함께 최신 캡슐화 기능이 있어 그래픽 펑

션 블록 다이어그램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간단하게 만

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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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혜택

엔지니어링 시간 절감과 다양한 요건을 처리할 수 있

는 유연성은 이 솔루션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또한 

Compac Sorting은 드라이브, PLC, 안전 컴포넌트를 

구성하는데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장점을 확인한 바 있다.

여러 현장에서 시운전 및 설치를 완료한 Compac은 비

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적용해 더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

어 가고 있다.

크랩은 “지금까지 대략 50개의 프로젝트에 이 장비

를 사용해 엔지니어링 시간을 80% 정도 단축할 수 있

습니다. 무라이선스(Non-Licensed)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전 기술자에게 배포할 수 있어 아주 

유리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수의 직원으로 훨씬 더 빨

리 제어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1970년 이후 흥아기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혁신 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 업체는 다양한 산업 

부문의 제조 패키징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한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에 필요한 정제 및 캡슐 발포제, 그리고 카토닝 장비를 제조한다. 또한 의료, 제과, 식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위해 다양한 원료 공급 및 자동화 패키징 장비를 공급한다.

이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로크웰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사용하여 안전한 단일 네트워크 EtherNet/IP로 장비

를 개발했다. 이 네트워크는 HMI, CompactLogix™, PAC, I/O, 모션 등의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다.

흥아기연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채택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제조 운영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솔루션에 스마트 설계 툴과 재사용 가능 코드를 사용하면 설치와 스타트업 시

간이 단축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의 단일 케이블로 제품 출시 

시점도 단축되었다.

보다 더 스마트한 장비 제조

흥아 스마트 라인은 중소 규모 배치 생산에 최적화 설계된 패키징 라인이다. HM 300P 장비 및 HC 200 카

토너로 구성된 이 라인의 산출량은 분당 발포제 300개 및 카톤 200개이다. 우수한 설계를 통해 효율성이 높

아지며, 빠른 툴 변경과 저렴한 비용에 신뢰성 있는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제약산업의 우수 의약품 제조 관

리(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검사를 완전히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다.

HM 300P 발포제 기계는 Allen-BradleyⓇ 중형 시스템을 사용하며, CompactLogix 5370 L36ERM PAC,

한국의 장비제조업체, 보다 더 스마트해진 장비 제조

- 흥아기연, 혁신적 설계로 엔드유저의 생산라인 접근성을 확대하여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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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제어 최적화를 위한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 DLR(Device Level Ring)에 필요한 StratixⓇ 2000 

언매니지드 네트워크 스위치가 포함된다.

스마트 장비 제어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PanelView™ Plus 6.0 HMI 그래픽 터미널을 사용한다. 프

로그래밍에는 변경 가능한 CAM 프로필을 사용해, 노트북 등 프로그래밍 장치에 연결할 필요 없이 모든 

CAM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PanelView Plus 6.0 HMI의 파라미터를 사용해 CAM 프로필을 다시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HMI 이외에 모바일 장치나 태블릿 PC를 사용해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 서보 드라이브는 Compact 

Logix 컨트롤러에 연결해 운영하며, EtherNet/IP에서 통합 모션을 지원한다. 혁신적이고 콤팩트한 설계의 

Kinetix 드라이브는 장비공간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배선을 간소화한다.

HC 200 카토너의 제어시스템은 2축 모션 제어를 위해 CompactLogix 5370 L33ERM PAC 및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EtherNet/IP는 단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HMI, PAC, I/O, 모션 등 

전체 시스템의 통합을 간소화한다.

21 CFR Part 11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HC 300P 발포제 장비와 HC 200 카토너는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HMI에서 100회 스탬프된 작업 로그를 저장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또한, 흥아기연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합된 안전 기능을 도입했다. 안전 릴

레이를 Compact GuardlogixⓇ 안전 컨트롤러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성능과 생산성을 약 20% 향상시킨 것이다. 

장비는 안전 시스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운영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및 시각화의 확산으로 산업 자동화의 미래가 변화하는 가운데, 흥아기연과 같은 진보적 기업은 그 

잠재성을 인지하고 있다. 정보기술(IT)과 제조운영기술(OT)을 통합한 흥아기연은 실시간 데이터의 힘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며 똑같은 혜택을 사용자에게도 제공한다.

이강선(Kang Sun Lee) 흥아기연 수석 엔지니어는 “스마트 제조는 한국과 전 세계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는 혁

신을 이끌고, 더 많은 엔드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제조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 솔루션을 

환영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미래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비

전과 스마트 장비 솔루션으로 흥아기연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