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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
로봇 손상 시
1대 당 손실 비용

$30k
하드웨어 센서
비용 절감

350+
Bossa Nova 로봇
운영 매장

주요 정보
글로벌 유통회사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고급 로봇 공학 기술 개발자

포브스 AI 5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미국 내 가장 유망한 AI 회사로 주목 

Meraki MT 센서를 활용하여 원격 환경 모니터링 및 비용 손실 절감

 

Bossa Nova

클라우드 관리형 환경 센서로
IT 및 제품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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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D S HIPWAY

IT 및 로봇 커뮤니케이션 사장

당면 과제 해결책
카네기 멜런 대학의 로봇 공학 기관에서 분리되어 
2005년에 설립된 Bossa Nov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테일러에서 정확하게 보유 제품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고급 로봇 공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8
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HawXeye를 인수하여 
자사 제품의 AI 기능을 한층 향상했으며, 2019년에는 
포브스 AI 5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미국 내 가장 
유망한 AI 회사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신 로봇 Bossa Nova 2020은 
리테일러에서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AI 스택과 스마트 2D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스스로 
매장 선반 사이를 하루에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각 
제품이 올바른 선반에 있고 가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고가 부족한 제품도 파악합니다. 
Bossa Nova 로봇은 현재 미국 및 유럽 전역의 350
개 매장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Bossa Nova는 2020년 말까지 고객층을 1,000개 
매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Bossa Nova는 
비용이 저렴하고 배포하기 쉬우면서도 기존 IT 
인프라에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업체의 단독 
환경 센서를 설치한 적이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Bossa Nova의 기존 모니터링 
도구와 대시보드와 같은 IT 환경에 긴밀하게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Bossa Nova는 이미 스위칭, 무선 LAN, 보안 
솔루션에 Cisco Meraki 통합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설비에 MT10 온도 및 습도 
센서와 MT12 누수 감지 센서라는 두 가지 유형의 
클라우드 관리 센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서는 기존 Meraki 솔루션과 함께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계속되면서 Bossa Nova는

자사 IT 인프라와 로봇 공학 제조 연구소의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는 데 다시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Bossa Nova에는 여러 지사에서 온도와 
습도의 변화, 누수 등 회사 자산과 비즈니스 경영을 
위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효과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회사의 IT 직원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경 조건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Meraki 덕분에 IT팀이 최소한의 
교육만으로도 업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일이죠. 
다른 일로도 무척 바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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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제조용 Meraki 중소기업을 위한 MerakiMeraki MT 센서

Bossa Nova는 온도와 습도가 크게 높아지는 
여름에 특히 발열로 인한 하드웨어 고장 등 이전에도 
IT 장비의 온도 관련 이슈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산실과 항시 최대 15대의 
로봇을 충전하는 장소에 MT10과 MT12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IT 직원은 MT 센서 덕분에 전체 Bossa Nova 
시설의 환경 변화를 간단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ossa Nova의 IT 및 로봇 커뮤니케이션 사장 
Todd Shipway 씨는 "Meraki 덕분에 IT팀이 
최소한의 교육만으로도 업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일이죠. 다른 일로도 무척 
바쁘거든요"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IT 직원은 Meraki 대시보드로 어디서나

MT 환경 센서를 안전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가 한계치에 다다르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알림을 받습니다. 이러한 
한계치는 쉽게 맞춤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SMS나 푸시 알림, 이메일 등 원하는

알림 수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Meraki MT10 센서와 MT12 센서를 
Bossa Nova IT 설비에 추가함으로써 HVAC 시스템 
고장, 누수 파이프, 악천후나 기타 부적절한 환경 
조건에서도 중요한 인프라와 자산이 보호되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ossa Nova는 MT 센서 배치 후 몇 달 내에 벌써 두 
번 이상 발열로 인한 스위치 고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장은 하드웨어 교체 비용으로 
$30,000 이상이 소요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수일간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Meraki MT 센서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시스템을 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시간과 장비 
수명을 최대화하는 것과 더불어 Bossa Nova의 로봇 
공학 제품 R&D 투자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Shipway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도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었다면 한 대에 
$100,000 이상인 로봇을 여러 대 잃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상당한 비용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결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로 문의하세요. 

https://engage2demand.cisco.com/LP=27349
https://meraki.cisco.com/industries/manufacturing/
https://meraki.cisco.com/products/sensors/
https://www.cisco.com/c/m/ko_kr/solutions/small-business/merak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