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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오토메이션㈜

성과를 향상시키는 솔루션

얄롱(Yalong)은 1983년 중국 윈저우에서 설립된 하

이테크 기업이다. 업계에서 선두적인 교육용 장비 전문

공급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얄롱은 1만여 개의 기술학

교, 직업학교 및 대학 등을 중국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

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은 여러 업계에 속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커리큘럼 

개발, 고급 교육, 온라인 교육 및 기타 개인 교육을 제

공한다.

얄롱은 사용자들이 공장 내 존재하는 실시간 데이터

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해주는 스마트 머신과 장비를 제조한다.

고 객

•�공장�내�존재하는�실시간�데이터를�보다�효과적으로�활용하여�생산을�향상시킬�수�있도록�해주는�

스마트�머신과�장비�제조

솔루션

•FactoryTalkⓇ�View�SE� •PanelView™�Plus�그래픽�터미널

•FactoryTalkⓇ�Metrics� •GuardShield™�Micro400�안전�라이트�커튼

•440G-LZ�가드�잠금�안전�스위치

결 과

•사용자들이�단일한�툴을�통해�전체�안전�개발�과정을�관리�및�문서화하고�규제�준수�보장

Compact�GuardLogix®�5370�안전�컨트롤러

안전 규제 준수 간소화 및 
생산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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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오토메이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머신

YL1805B 기어박스 조립 장비는 통합 안전 시스템을 갖

춘 스마트 머신이 어떤 역량을 제공하는지 잘 보여준다.

또 이 장비는 FactoryTalkⓇ View SE와 PanelView™ 

Plus 그래픽 터미널을 활용하여 비상 정지, 라이트 커

튼, 스캐너, 도어 스위치 등 안전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

간으로 표시해준다. FactoryTalkⓇ Metrics 시스템은 

장비 성능, 안전 이벤트 및 안전 원인 코드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시스템은 장비의 가동 시간, 일

일/시간당 조립된 기어박스의 수와 품질, 전체장비효

율(OEE)과 같은 성능 데이터를 표시한다. 또한 이벤트 

개요(유휴, 폴트 및 안전)가 포함된 다운타임 보고서와 

일일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를 생성한다.

스마트 안전 툴을 통한 규제준수 간소화

이제, 사용자들은 단일한 툴을 통해 전체 안전 주기를 

관리, 문서화하고 규제준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로

크웰 오토메이션의 안전 수명주기 툴킷(Safety Lifecycle 

Toolkit)은 엔지니어들에게 ISO 12100, ISO 13849와 

ANSI B11:0에 명시된 대로 전체 장비 안전 수명주기를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단일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툴들은 단일한 환경 내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장비 

안전 수명주기의 각 단계들을 안내해주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용자들은 입력, 로직, 출력 장치 등 각 안전 기

능의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SISTEMA(장비 애

플리케이션의 평가를 위한 안전 무결성 소프트웨어 툴) 

계산 파일을 수신하여 성능 수준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툴킷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프트웨어 툴인 

Safety Automation Builder의 최신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SolidSafe의 RASWin 소프트웨어 툴과 로크

웰 오토메이션의 Connected Components Accelerator 

Toolkit(CCAT)이 통합되어 있다. RASWin 위험 평가 

소프트웨어 툴은 사용자들이 툴킷 내에서 로크웰 오토

메이션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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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사양을 정의하며, 안전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철두철미하고 일관성 

있는 표준화된 문서화를 가능하게 해주어 규제 준수 절

차를 보다 쉽게 만들어준다.

장비 안전 위험 평가 결과와 안전 표준 ISO 13849에 

기반한 이 스마트 머신은 통합 안전을 위한 Category 

3/PLd를 충족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 수명주기 툴킷

과 안전 평가는 궁극적으로 엔드유저들이 안전 규제준

수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비 안전 기능

통합 안전 솔루션으로 직원과 생산성을 보호해주는 

YL1805B 기어박스 조립 장비에는 추가적인 장비 안전 

기능들이 포함된다.

• 비상 정지(E-stop) : E-stop은 장비와 컨베이어의 

이동을 중단시킨다.

• GuardShield™ Micro400 안전 라이트 커튼 : 추가

적인 출입구 보호와 장비 이동 정지를 제공한다. 라

이트 커튼이 재설정되는 경우, 안전 루프 역시 자동

으로 재설정된다.

• 440G-LZ 가드 잠금 안전 스위치 : 도어가 개방된 

경우, 출력 신호가 암과 컨베이어를 제어한다.

• SafeZone™ 안전 레이저 스캐너 : 장비에 근접하

는 작업자를 보호해주는 소형 장치이다. 작업자가 

보호 영역을 벗어나면, 안전 회로가 자동으로 재설

정된다.

• 소형 GuardLogixⓇ 5370 안전 컨트롤러 : 통합 아키

텍처(Integrated Architecture)Ⓡ 시스템의 일부인 

이 컨트롤러에는 통합 안전이 포함되어 안전 성능

이 전세계적으로 허용되는 표준(Category 3/ISO 

13849-1)을 충족할 있도록 해준다.

• IO-Link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센서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센서를 통합하여 컨트롤러에 진단 

정보와 세부적이고 정확한 장비 상태 정보를 제공

하여 가동시간을 향상시켜준다.

GuardShield™�Micro400�안전�라이트�커튼

SafeZone™�안전�레이저�스캐너 440G-LZ�가드�잠금�안전�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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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사업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 향상 및 개선 분야 파악

은 동급 최고를 원하는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다. Steelcase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용 가

구 공급업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Steelcase 경영진은 향상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

격적인 최종 수익 목표를 설정한다. 이 회사의 창립 100주년인 2012년이다.

“우리 업종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Steelcase의 기업 통신 관리자인 Bruce Reynolds가 전한다. “성공하

려면 생산 관행을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합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지속적인 제조 효율성 개선이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으며, 생산 중단 비용은 최종 수익의 절감을 의미했습니다.”

Steelcase는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러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어시스템을 구현하고, 에너지 관리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 회사 전반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했다. 기업은 여러 노력 덕분에 에너지 소비량을 

15% 감소하고, 탄소 발자국(배출량)을 25% 줄이는 등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Steelcase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목표 충족

솔루션

•�로크웰�오토메이션�PlantPAx�프로세스�자동화�시스템�–�Allen-Bradley�ControlLogix�컨트롤러는�

���고급�보일러�제어를�제공하고,�EtherNet/IP�네트워크는�컨트롤러�간의�원활한�통신을�가능하게�해

•�에너지�관리�–�Rockwell�Software�RSEnergyMetrix�소프트웨어(현재�FactoryTalk�EnergyMetrix)는�

전사적으로�웹에�기반한�에너지�사용�데이터를�제공한다.�Allen-Bradley�PowerMonitor�power�meter�

및�표준�Logix�기반�컨트롤러는�전기,�기체,�증기�및�공기�소비량�데이터를�수집해

•�글로벌�솔루션�–�로크웰�오토메이션�글로벌�솔루션�팀은�전사적�에너지�모니터링�솔루션�분야의�

���전문성을�바탕으로�프로젝트�관리�및�구현해

•�서비스�및�고객지원�–�24/7�TechConnect�원격�지원과�Knowledgebase�온라인�데이터�베이스�액세

스로�엔지니어링�모범�사례에�액세스하여�문제를�해결하기가�쉬워져�

결 과

•�에너지�소비,�탄소�발자국(배출량)�감소�–�많은�노력이�들어간�이�시스템�덕분에�에너지�소비량이�

���15%,�탄소�발자국(배출량)이�25%�감소

•서비스�및�지원�비용�절감�–�TechConnect�계약에서�연간�25,000달러의�지원�수수료�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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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Steelcase Grand Rapids 본사의 에너지 센터에는 제조 공정에서 증기를 만들어 분포하는 보일러 네 개(석탄 연료

형 두 개, 가스 연료형 두 개)가 있다. Steelcase의 수석 자동화 엔지니어인 Eric Newsome은 “에너지 센터는 Grand 

Rapids 시설의 핵심”이라고 전한다.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매일 들어오는 주문량을 고

려할 때 가동 중단 시간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보일러에 요구되는 신뢰성에는 에러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지만 보일러를 작동하는 기존의 Honeywell 

TDC2000 분산제어시스템(DCS)은 25년 이상 되었으며, 예비 부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Steelcase의 주요 보

일러 오퍼레이터인 Bill Boss는 중고 부품이 있으면 어디서든 구매했으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DCS 업

체의 지원을 전화로 요청해야 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블랙박스 시스템”이었다고 Boss가 설명한다. "공급

업체는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가지고 있든 전화로 결제하든 간

에 지원을 받는 일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기업은 보일러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평가했다. 2011년에는 에너지 소

비량을 15퍼센트 줄이고, Steelcase의 100주년인 2012년까지 5년 동안 기업의 탄소 발자국(배출량)을 25퍼센트 

줄이는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ISO-14001에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했다. 국제 표준은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의 활동과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제어 및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업 통신 

관리자인 Reynolds는 “공급업체에 ISO-14001-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한다. “규정 준수는 환

경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며, 사람, 지구, 수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당사 전략의 주요 요소입니다.” 

Steelcase는 개선되기 전 시설 내 물, 공기, 기체, 전기 및 증기(WAGES) 소비량을 모니터링하는 수동 데이터 수

집 관행에 의존했다. “매달 한 번씩 각 건물에 있는 모든 변전소에 설치된 계측기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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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수석 자동화 엔지니어인 Newsome은 이야기한다. “그는 수치를 기록하고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

력한 다음 공과금 청구서를 다시 맞춥니다. 그가 휴가를 떠나기 전까지 프로세스는 순조로웠습니다.” 

주요 데이터 수집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데이터 수집 관행은 변했고, 그로 인해 데이터 베이스는 해결에 몇 

주가 걸리는 왜곡된 정보로 가득하게 되었다. “개선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Steelcase의 수석 시설 엔지니어인 Kay Bolinger는 말했다. “당사의 제조 인프라는 간소화되

고, IT 인프라는 확장되었기 때문에 포괄적 WAGES 측정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솔루션

Steelcase에는 기업이 유지, 문제 해결, 최적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 에너지 센터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제어시스템이 필요했다. 팀은 기존의 DCS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선택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로크웰 오토

메이션의 PlantPAx™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했다. 

“우리 엔지니어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손쉬운 유지보수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Newsome은 이야기한다. “또한 이미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TechConnectSM 지원 계약을 통해 필요한 서비

스 수준을 추가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글로벌 솔루션 팀은 기존의 인프라를 조사하고, PlantPAx 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하기 전 실

현을 위한 특정 로드맵을 계획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은 성공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와 유사한 여러 프로

젝트를 실행했다”고 보일러 작업자인 Boss는 말했다. “연료 변동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었기 때

문에, 사용하던 석탄 유형에 관계없이 보일러를 효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lantPAx 시스템은 보조 장비 컨트롤러에서 기존의 Allen-BradleyⓇ 1771 원격 I/O™ 모듈을 활용하여, 

EtherNet/IP™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Allen-Bradley ControlLogixⓇ 컨트롤러와 통신한다. 제어실의 표준 PC는 

작업자에게 포괄적인 보일러 작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HMI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대부분의 공장 프로세스는 Allen-Bradley 제어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PlantPAx 시스템으로 공장 전

반을 통합하고 최적화하기가 수월하다”고 Boss는 말했다.

Steelcase는 보일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선택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소비 제어와 통찰력을 검

토하였다. Kendall Electric과 25년 이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로크웰 오토메이션 PartnerNetwork™ 구성원과 

공인된 Allen-Bradley 대리점인 Steelcase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업은 로크웰 오토메

이션과 손잡고 기업 전반의 에너지 모니터링 수준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Steelcase 팀은 내장된 표준 보고 기능을 

이유로 Rockwell SoftwareⓇ RSEnergyMetrixⓇ 소프트웨어(현재는 FactoryTalkⓇ EnergyMetrix™)를 선정했다. 

Steelcase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글로벌 솔루션 팀과 협력하여 기업의 Grand Rapids 및 멕시코 시설 내의 Allen-

Bradley PowerMonitor™ 전기 계측기 접점 약 100개를 구현했다. 또한 일부 사이트의 측정점은 기체, 증기 및 

공기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바로 ControlLogix 및 Allen-Bradley MicroLogix™ 컨트롤러를 전송하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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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데이터 집중장치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에너지 데이터는 EtherNet/IP 네트워크를 통해 Steelcase 가상 서버

에 있는 EnergyMetrix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와 통신한다. “가상 서버에 이런 솔루션 유형을 구현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시설 엔지니어인 Bolinger는 말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실

행했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많은 내용을 공유하여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기업은 Steelcase에서 구현한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에너지 모니터링 프로젝트로 적극적인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 내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Steelcase 팀의 자체 개방형 솔루션 덕분에, 새로운 제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진

은 시스템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Steelcase의 경우 혜택이 명확하다. “PlantPAx 시스템 지원을 기존 TechConnect 계약에 추가하고 기존 DCS 공

급업체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덕분에 우리 회사는 연간 약 25,000달러를 절감했다”고 수석 자동화 엔지니어인 

Newsome은 말했다.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로크웰 오토메이션 TechConnect 팀이나 Knowledgebase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적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eelcase는 새로운 에너지 관리 솔루션으로 전압 강하, 서지 또는 정전과 같은 에너지 이벤트를 기록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팀은 이런 방식으로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운영 상황으로부터 중요한 생

산 자산을 보호한다. Steelcase 팀은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로 ISO-14001 준수의 중요 구성요소인 에너지 소비

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작동 시 기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열이 날 때, 장비에서 수리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표시기”

라고 Newsome이 이야기한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잠재적 문제가 발생

하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전에, Steelcase 팀은 공기 누출로 인한 손실을 ‘추정’해야 했다. 이제 경영진은 정확

한 공기 손실량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시스템 비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에 대한 통찰

이 강화되면서 Steelcase 팀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Steelcase는 개별 생산라인에서 소비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무선 Allen-Bradley PowerMonitor W250 전력 미

터를 사용한 최초의 업체였다. 궁극적으로 이 팀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

의 제품구성사양(BOM)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는 팀 중심의 방식으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자체 시스템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

도록 도와줬다.”고 Newsome은 말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관계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

신 있게 설치 기술을 지원하고 최적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