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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well Automation On the Move 2018
기자간담회 개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비전”을 제시하고, 공장 자동화 시장의 트렌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스마트 제조 솔루션 선도 기업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지난 5월 10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5층 파크스튜디오에서 Rockwell Automation On the Move 2018(RAOTM 2018)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기자간담회에는 최선남 대표이사, PCB&IC 김정황 이사, A&S 권오혁 부장이 참석하여 최신 자동화 기술과 글로벌
솔루션을 통한 공장 자동화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취재_이충훈 기자

(좌측부터) 최선남 대표이사, 권오혁 부장, 최태능 팀장

Welcome Speech를 통한 로크웰의 비전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간략히 소개해달라?

키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가장 가치 있고, 혁신적인

전 세계 80개국 22,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로크

산업 자동화 및 정보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

웰(2017년 미화 약 63억 달러 매출 달성)은 세계 최대

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의 산업 자동화 및 정보의 선두 공급업체로 세상을 보

가능성을 목표로 혁신과 윤리경영 & 청렴도 향상을 이

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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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구현의
의미와 역할은?

로크웰의 스마트 제조 구현의 비전인 ‘커
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기업과 기업을 둘
러싼 모든 공급망이 하나로 연결 및 융합
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비즈니스 최적
화가 가능한 이상적인 기업 모델로, 생산
성과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로 변화를 이끌
어내고 고객의 가치를 달성한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는 로크웰의 3가지
핵심 플랫폼은 통합 아키텍처, 인텔리전트
모터 컨트롤, 솔루션 & 서비스이다. ‘커넥
티드 엔터프라이즈(The Connected Enter
prise)’ 기반 솔루션은 기업 리스크를 최소
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최선남 대표이사

(Globalization)화 되면서 환경오염, 작업
자 안전, 공정 안전이 기업의 명성에 타격을 입히고 있
다.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디지털인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비전?

메이션(Digital Information), 인텔리전트(Intelligent)

로크웰은 115년 동안 특정 산업이 아닌 중공업, 반도

가 가속화되면서 로크웰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많은 정

체 등 전 방위 산업 분야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의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시

특히 로크웰은 M&A를 통해 인수 합병한다. 개방형 네

킨다.

트워크인 EtherNet/IP를 최적으로 도입한 것처럼, 네
공장이 스마트해지려면?

트워크 및 보안(시스코), 오퍼레이팅시스템(마이크로소
프트), 무선 및 통신(AT&T) 등 글로벌 탑 메이커의 제

공장이 스마트해지려면 센서/액추에이터가 스마트해

휴를 통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고객만

야 하고, 스마트한 컨트롤러가 탑재되어야 하고, 비주얼

족과 고객감동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리제이션(Visualization) 및 정보화 소프트웨어가 스마

로크웰은 스마트 팩토리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커

트해져야 하고, 세이프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 탑재되

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을 고객의 산업

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려면 네트워크는 기본이

현장에 제공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 즉 산업 보안과 관련된 기술들이 제공될 수 있는 모

실제 로크웰의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은 산업 현장에

습들이 정보화와 지능화를 앞당기고, 스마트 팩토리를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다.

구현하는 기본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공
장의 스마트화를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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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의 진화와 최신 플랫폼
팩토리토크 애널리틱스(FactoryTalk Analytics) & 지능형 모터 제어 솔루션

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앞으로 EMI
솔루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실제 이
런 것들은 고객 분들이 단번에 하기 어려
우니 단계적으로 Data Scientist 불필요
한 확장형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능형 모터 제어 솔루션의
특장점은?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지향하고 부
합되는 지능형 모터 제어 솔루션(Intelligent
Motor Control Soluti on, IMC)은 스마
트 팩토리 구현의 가장 기본 요소인 현장
설비의 지능화와 네트워크를 실현하여 현
PCB & IC 김정황 이사

 EMI(전자적 제조 지능) 솔루션의 방향은?

장 설비 및 상위 제어시스템의 운영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단순한 Data
가 아닌, PLANT에서의 모든 통합 제어
& 정보를 포함 새로운 레벨의 제조 Intelligent)으로,

로크웰이 말하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고객의 스마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장비를 통

트 팩토리를 해주는 방법)는 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해 접근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자동화 장비의 수명주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여, 실제 고객이 경쟁력을 높일

기 전반에서 생산성 향상,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수 있게 한다. 로크웰이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능한 인텔리전스 증가, 운영 안전 보장, 환경 안전 확

것은 EMI(Enterprise Manufacturing Inte lligence :

보를 꾀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개발 시간을

전자적 제조 지능) 솔루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상황 기

줄이고, 설치 비용을 낮추고, 최소의 다운타임과 유지

술, 분석의 직관적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예측, 처방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비를 보호하고 개선할 수

이행 과정은 객관적인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있는 최적의 장비로 각광받고 있다.

결정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스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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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 실현을 위한 산업 보안 솔루션
로크웰의 스마트 팩토리

안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시스템

보안 전략은?

으로 꾸며야 한다. 다시 말해 1번

스마트 팩토리 기술 및 자동화

Layer 하나로 굳건하게 꾸미지 말

솔루션은 모두 IT에서 왔다. 로크

고, 1번 2번 3번 Layer로 나눠 꾸

웰은 2013년부터 IT 기술과 제조

미면 비용도 줄이고 보안 대응력

기술의 융합은 표준 이더넷에 최

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솔루션은

적화하는 EtherNet/IP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5개(물리적 보안, 네

인프라 스트럭처를 적용하고 있다.

트워크 보안, 컴퓨터 보안, 어플리

근거를 보면 네트워크 EtherNet/

케이션 보안, 장치 강화) 단계에서

IP에는 1단계~7단계 Layer가 있는

보안을 꾸밀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데, 로크웰은 IT 기반에 CIP(Com

보안 솔루션 선두주자인 로크웰은

mom Industrial Protocol)를 그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

A & S 권오혁 부장

대로 얹혔다. IT 자산 그대로 쓰면

안 장치 강화를 가지고 있다. 로크

서 산업용 통신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전혀

웰은 컨트롤러가 보안 솔루션이며, 실제 그러한 기능들

문제가 없고, 게이트웨이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

을 제공하고 있다.

고받을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왜 로크웰인가?

로크웰 산업 보안의 특징과 솔루션은?

로크웰 산업 보안 및 솔루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조작 감지(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도되지 않

로크웰은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타협하지 않는 혁신

은 행위와 수정을 감지), 둘째 보호된 네트워크 인프라

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보안 기능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 의도되지 않은 접근 및 행

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타임을 최소화하

위를 감지), 셋째 내용 보호(제어시스템의 내용물의 특

고, 서비스와 컨설팅이 가능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 부분을 보거나 편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 넷

있다. 슬프게도 제조사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보안에

째 접근제어 및 정책 관리(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어

별 관심이 없다. 로크웰은 산업 분야 파트너사와 협업

플리케이션이나 장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관

하고, 정부와 보안기관을 리딩하며, 향후 무슨 일이 일

리) 등이다. 로크웰은 전 산업 분야에 장치 보안(Control

어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로 짜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Logic), 네트워크 보안(Stratix 5700, Stratix 5410) 어플리

있다. 보안은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지만, 거기에 맞

케이션 보안(FT AssetCentre, FT Security) 솔루션을 공

는 솔루션을 가져가고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있

급하고 있다.

다. 네트워크 보안은 여러 보호계층으로 구성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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