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Connected Factory
현재 제조업계는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호의 기회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직원 생산성 향상

10 – 50%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 단축

30 – 50%
향상된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신속하게 생산 라인 변경 및

신제품 출시

네트워킹 비용 절감

10 – 15%
모바일 시스템 툴의
케이블 비용 절감

95%

레거시 기술 아키텍처에서는
제조업체의 운영 환경이 공장
사일로와 비즈니스 사일로로
분리되어

비즈니스

공장

기업을 뒤쳐지게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머신의
네트워크 활용
생산 현장과 비즈니스
시스템의 안전한 통합
파트너 솔루션과의
원활한 연결

Cisco Connected Factory
목표를 실현합니다.

Cisco Connected Factory는 산업 시장을 위한
검증된 아키텍처, 기능, 업계 최고의 기술 및
서비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Connected Factory는 공장 자동화 및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단일 표준 기반
IP 네트워크로 통합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컨버지드
네트워크로
통합됩니다.

공장 전역의
디지털 및 물리적
자산의 보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Connected Factory
Automation

네트워크 전
범위에 걸쳐 지능화된
IoE(Intelligent IoE)
애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Connected
Factory Security

Connected
Factory Remote
Monitoring &
Response

Connected
Factory Energy
Management

새로운

파트너는 예측적
유지 보수 및 원격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Connected
Factory Wireless
Factory Wireless는
산업용 I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 무선 환경을
제공하는 이 포트폴리오의
최신 솔루션입니다.

공장 전역의 사물, 시스템, 데이터, 사람을 연결하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례 시나리오: 라인 문제
이전 솔루션:
작업자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 검사하게 합니다.
담당자가 현장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계의 문제를 조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해당 수리 팀에 전화합니다. 수리 팀이 필요한 툴을 구해 문제의
기계를 다시 방문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Cisco Connected Factory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됩니다.
작업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휴대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받습니다.

유지 보수 담당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기계의 제어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문제를 진단합니다.

적절한 인력, 장비, 부품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신속하게 정상화됩니다.

Cisco Connected Factory는
제조업체에 다양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생산 유연성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생산
설비를 재정비하고 값비싼
다운타임 비용을 줄입니다.

생산 현장의 유연성
향상으로 재고 비용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시성
경영진과 작업자는 생산 현장
및 시장의 변화에 지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모빌리티
작업자와 감독자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출장을 없애고 원격
전문가를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층 방어 보안
가중되는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매년
다운타임으로 인해 5%의
생산성 손실과 33%의
이익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63%는
직원들이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휴대하며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사내 직원 및 파트너와
협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제조업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지난 6개월간
32% 증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www.cisco.com/go/connectedfac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