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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위한
싱가폴 솔루션 센터 오픈

에머슨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위한 싱가폴 솔루션 센터 오픈했다.

에머슨이 싱가폴을 아태 지역의 IIoT 기술 및 서비스 중

로 안전하게 구현/확대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심지로 만들고자,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싱가폴 지역 본부
에 디지털 솔루션 센터를 오픈했다. 오프닝 기념으로 디지

센터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포함하는 최신 멀티

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강화를 위해 체결한 Singapore

미디어 기술을 갖춘 공간이 있다. 여기에서 고객은 미래

Polytechnic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의 디지털 플랜트를 운영 및 유지에 활용될 에머슨 플랜
트웹 기술의 직접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디

에머슨은 솔루션 센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활용 가

지털 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무선 센서의 데이터 수집

능한 IIoT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 에머슨 플랜트웹™

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물론 앱

디지털 에코시스템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

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트렌드를 읽기까지 전반적

다. 에머슨 플랜트웹은 표준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

인 과정이 해당된다. 각 단계에서 에머슨 전문가들은 고

어, 지능형 디바이스,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산업 전방위

객이 디지털 프로젝트가 장/단기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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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위한 싱가폴 솔루션 센터를 오픈했다.

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폴 내 산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오래된 파트너이
자 기여자 역할을 해왔다”며, “Singapore Polytechnic과

여기에 더불어 프로세스 제어와 안전 시스템을 위한

의 협력은 지역 인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에머슨의 다짐

에머슨의 기초적인 디지털 솔루션과 새로운 IIoT 기술

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는 제조 역량의 깊이와 폭

을 갖춘 프로세스 설비의 축소 모형을 갖추고 있다. 정

을 높이기 위해 에머슨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

유공장, 제약공장, 발전소 등 일반적인 시설의 프로세

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를 시뮬레이션한다. 고객들이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
한 주요 제조 프로세스의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앙제어실도 있다.

에머슨 솔루션 센터는 싱가폴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기술,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가장 최근의 투자이
다. 지난 3년간 에머슨은 싱가폴 내 퍼베이시브 센싱 센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의 Ron Martin은 “이번

터(Pervasive Sensing Center of Excellence), 분석 제조 &

솔루션 센터는 고객에게 자동화 및 IIoT 기술이 어떻게

통합 센터(Analytical Manufacturing & Integration

제조 프로세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

Center) 및 글로벌 적층 가공 센터(Global Additive Manu-

초의 시설”이라며, “이곳 싱가폴에서는 산업 내 가장

facturing Center)를 수립했다. 각각의 전문 센터는 아

뛰어난 전문가들이 고객과 함께 미래 사업 운영의 목표

시아태평양 지역 고객들이 입증된 결과와 최상의 성과

를 계획 및 실행하고, Top Quartile 운영 성과를 낼 수

를 낼 수 있는 IIoT 기술을 도입하였고, 에머슨의 역량

있도록 시설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을 넓히고 강화하는 구성요소 역할을 해왔다.

싱가폴 경제개발청 Chng Kai Fong은 “에머슨은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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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4천만 달러 규모 계약 달성

에머슨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미국에 기반을 둔 신규 제약 시설의 자동화 시스템
및 서비스와 관련,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레이튼에 위치한 20억 달러 규
모의 신규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에 대항하기 위한 신규 설비이다. 에머슨의 프로젝트 확
실성(Project Certainty)과 자동화 기술을 통해 2020년 운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825,000평방 피트 규모의 설비를 통해 제조 규모를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당뇨 약 생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2천 9백만명
이 당뇨를 앓고 있으며, 8천 6백만명이 당노병전증을 갖고 있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의 Mike Train은 “생명과학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
스 및 완벽한 자동화 솔루션을 갖춘 에머슨은 노보 노디스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제조 시설이 목표 기간 내 완공해 당뇨약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
고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줄이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에머슨의 프로젝트 확실성 요소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중추 시스템 역할을 하는 자동화 기술과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이
고 프로젝트 최종 단계에서의 변경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가 선택한 에머슨의 통합 자동화 기술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에는 DeltaV™ 분산제어시스템(DCS)
과 Syncade 생산관리시스템(MES)이 있다. 에머슨은 밸브와 측정 계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자동화 기술도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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