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Connected Factory:
제조업 부흥의 동력
Cisco Manufacturing 백서

21세기 혁신을 위한 준비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은 생산 유연성 및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첨단 기술로 생산 현장을 재정비하여
OEE(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공급망 대응력, 고객 만족 수준을 한 층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오늘날 업계가 안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합니다. 오래전부터 기존의 공장은 "단절된"
생산 환경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즉 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공급망, 고객 및 파트너와의 연결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장의 관리자들은 눈을 가리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운영 환경에서는 생산 현장,
경영 본부, 공급자가 각기 다른 사일로의 형태로 가동되므로 관리자는 다운타임 및 품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이 규명되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화된 제조업체는 미래를 위해 향상된 첨단 기능의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새로운 공장 포트폴리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OT(operational technologies)를 글로벌 IT 네트워크와 통합하여 운영 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과 인텔리전스를 강화하는 공장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포함됩니다. 이를
Connected Factory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생산의 유연성.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생산 현장을 재정비하고 고비용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FACT: 더 유연한 공장으로 재고 비용을 50% 낮출 수 있음).
• 글로벌 가시성. 경영진과 작업자가 즉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생산 현장 및 시장의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FACT: 제조업체는 매년 다운타임으로
인해 5%의 생산 손실, 33%의 이익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

"Cisco는 몇 년 전부터 IT에서 제조 및 에너지 분야로 그 네트워킹
전문성을 확장해 왔습니다. 제조기업은 자동화, 제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융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그 효과가 뚜렷할 것입니다."
Harry Forbes, ARC Advisory Group 수석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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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발전된 형태의 모빌리티. 작업자와 감독자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출장을
없애고 원격 전문가를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FACT: 제조업체의 63%는 직원들이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휴대하며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사내 직원 및 파트너와 협업하는 것을 허용).
• 심층 방어 보안. 가중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FACT:
제조업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지난 6개월간 32% 증가).
날로 진화하는 제조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센서를 장착하거나 기계 및 인간 운영자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공장 기계가 늘고 있습니다(그림 1). 이러한 변화는 이미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공급망을 더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처리 능력 및 OEE가 10% 향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1. 연결된 기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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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혁명적 변화를 통해 생산 현장, 비즈니스 조직, 제조업체를 둘러싼 에코시스템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에 따라 하청 제조업체와 본사 엔지니어, 관리자, 경영진의 더욱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이 통합된 보안 네트워킹 기술이
널리 보급된 덕분이며, 이로서 생산 현장은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 계약업체,
다른 공장 및 공급망 등 더 광범위한 세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Aberdeen Group에 따르면 제조업체 임원
중 70%는 운영 및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공장 현장의 기계에서 데이터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장 현장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체의 애로 사항
• 고객 및 시장 기회 때문에 더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는 부담
• 늘지 않는 공장 처리량, 생산 속도, 품질,
업타임(OEE)
•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의 빈번한 발생
(평균적으로 5% 이상의 생산성 손실 야기)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장 보호
• 변동이 심한 에너지 비용(치솟는 에너지
비용 등)
• 케이블 설치 및 재설치에 드는 막대한
비용(구축 비용의 60%)
• 급증하는 최신 이더넷 디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용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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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요구
• 단편적이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 해결,
BTS(build-to-stock)에서 BTO(buildto-order), CTO(configure-to-order),
ETO(engineer-to-order) 모델로 공급망 이동
• 생산 현장 애플리케이션별로 전용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 및 비효율성
• 지속적인 업무 생산성 증대 및 안전 강화의
필요성

백서

IoE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IoE(Internet of Everything)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며, 제조업계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업종을 통틀어 500억 개 이상의 커넥티드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으며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을 통해 켜지고 사용됩니다(그림 2). Cisco® Connected Factory는
기업이 IoE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능형 기계 네트워크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Cisco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IoE 기반 가치 창출 기회의 규모가 19조 달러를
넘어서고 그중 20% 이상을 제조 분야의 기업과 에코시스템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림 2. 만물의 인터넷 (IoE)

더 발전된 네트워크 컨버전스 및 연결 기술을 통해 제조업체는 수십 년간 고전해 온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반복적인 공급망 방해 요인을 없애고, 숙련된 직원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고,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생산 현장과 비즈니스 조직뿐 아니라 제조업체를 둘러싼 광범위한 에코시스템 간에도 더욱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사의 엔지니어는 다른 대륙에 있는 하청 제조업체, 부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발전된 네트워크 컨버전스와 지능형 기계 연결
기술을 통해 제조업체는 수십 년간 고전해 온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화하며 더 우수한 공급 유연성을 통해 급변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을 조절하며, 데이터
유출을 미리 방지하고 자산 가동률, 품질, 나아가서는 고객 만족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이 대시보드에서 취합되어 하나의 안전한 보기를 통해 공장 및
비즈니스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 단일 "창"은 사용자별 정보 요구 사항 및 액세스 권한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Connected Factory를 구현하는 방법
제조업체는 산업용 네트워크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고
엔터프라이즈-플랜트 통합 아키텍처를 구현할 뿐 아니라 가시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Cisco를 선택했습니다. Cisco는 검증된
IP 네트워킹 기술, 확장형 아키텍처, 그리고 Cisco© Connected Factory라 불리우는 기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3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백서

Connected Factory는 명확한 아키텍처 가이드라인 및 제품을 통해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광범위한 공급자/파트너 솔루션 에코시스템을 연결합니다(그림 3). 그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고한 산업용 이더넷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위한 공통 아키텍처
• 표준 기반의 산업용 IP 이더넷 스위칭 및 보안 서비스
•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산업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Cisco
엔터프라이즈급 기술
• 통합형 Cisco, Rockwell Automation, 기타 파트너 솔루션 및 로드맵 — 생산 현장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통합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
• 종합적인 지원 및 서비스 네트워크 — 라이프사이클 서비스, 5년 제품 보증, 165개국 소재
10,000개의 교육 센터, 최적의 현금흐름 관리를 위한 파이낸싱 옵션 포함

Cisco Connected Factory가 제공하는 혜택
Connected Factory는 제조업체에 어떻게 우위를 제공합니까? 기계를 연결하고 IT와 OT를 통합하고
"자동화의 섬"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운타임 단축 및 OEE 향상
Connected Factory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운영 자산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인식하고" 다른 기계와 통신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기계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운영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유지 보수 필요성을
알립니다. 즉 "고장 후 수리" 모델에서 "고장 전 조치" 모델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장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다운타임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편, 산업 네트워크 간 통신하는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디바이스에 의존하는 사전 대응 유지 보수 프로그램 덕분에 자동으로 비용이 관리됩니다.
그림 3. Cisco Connected Factory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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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o Platinum의 소유 비용은 Cisco 제품 구축 이후로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시스템 및 지원 가능성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가시성과 보고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heo van Staden, Anglo Platinum, 인프라 책임자(IT)

신제품 출시 시간 단축
Connected Factory는 공장 시스템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흐름을 구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 사일로가 사라짐에 따라 생산 현장과 비즈니스 조직 사이의 단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R&D 부서는 이제 제조 계획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신제품 도입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관리자와 엔지니어가 변화하는 생산
요건, 운영 문제 및 시장 시나리오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공급망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사적 의사 결정 엔진"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또한 유연한 최신 제어 시스템 및 자동화 네트워크 덕분에 장기적으로 고비용의
설정 및 생산 변경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안 강화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제조업체들은 Cisco Connected Factory가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아키텍처에서 역할 기반 ID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사이버 위협 및 데이터 유출 위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Cisco는 현재 NASDAQ에서부터 기밀 첩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까지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보안과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보건 및 환경용
가스 생산업체인 Air Liquide의 국내 공급 및 파이프라인 운영 책임자인 Charles Harper는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사이버 위협을 파악하고 나니, 우리 팀이 산업 네트워크 전반에 침입 방지 기능을
추가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 4는 Cisco Connected
Factory 플랫폼에 구현된 다양한 보안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림 4. Cisco 산업 보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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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증진
혁신을 정의하기는 어렵더라도 제조업체들은 업무 영역과 각 영역에 갇힌 데이터 사일로의 경계를
허물어 협업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서로 다른 팀 조직, 즉 생산
현장 엔지니어, 원격 전문가, 파트너 회사 등을 서로 연결하게 된 것이 Connected Factory의 가장
큰 부수적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Cisco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계-서비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사전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알림을 보내 적합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업 및
문제 해결 세션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IoE 데이터 활용
차세대 컨버지드 네트워크는 제조업체가 IoE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센서가 내장된 인터넷 지원 기기가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의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방대한 양의 새로운 산업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분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Cisco Connected Factory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의 Connected Factory 구현
기업들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 연결되는 모바일 시장에서 성장을 구가하고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조 업무를 공장과 비즈니스 영역으로
분리하는 기존 기술 아키텍처는 낙후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제조업체는
생산 현장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안전하게 통합하고 파트너 솔루션과 원활하게 연결하며 지능형 기계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는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isco Connected Factory는 이러한 컨버지드 환경에서 제조업체의 성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솔루션은 제조업체에 더 우수한 속도와 유연성뿐 아니라 공장, 장비,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원격 전문가 리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기계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공장 네트워크를 편평화하고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임으로써 출시 일정을 단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Connected Factory는 향후 공장의 인프라 요구 사항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컨버지드 네트워크의 전 범위에서 전례 없는 우수한
산업 보안 및 위협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커넥티드가 더 현명한 선택
컨버지드 네트워크 도입 선두 주자와 도입률이 낮은 기업 비교
☖⧊⩶ օ✙ᬭⓍ᮹ ᰆ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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ᱽ᳑ᨦ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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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rde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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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Factory의 실제
Connected Factory Automation: 각종 센서, 기계, 셀, 영역, 지금까지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일로화되었던 "자동화의 섬"을 통합하는 Connected Factory Automation을 통해 제조 시스템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단일 네트워크에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버지드
네트워크에서 제조업체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신제품 출시, 예정된 제품 라인 교체, 부품 공급으로
인한 조정, 제품 수요 구성의 변화 등 어떠한 변화에도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터 생산
현장까지 모든 관련 영역이 컨버지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바일 디바이스, 비디오 모니터, HMI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경에 대한 알림을 수신합니다. 이 실시간 정보는 전체 공급망과도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공급부터 유통까지 제조 가치 사슬의 각 지점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Connected Factory Wireless: Connected Factory Wireless는 공장 전역의 사물, 기계,
데이터베이스, 사람을 연결하여 새로운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산 현장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산 추적부터 자동화 제어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s) 모니터링까지
해결하면서 생산성 및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컨버지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무선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공장 전역의 기계와 사람 간에 새로운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통합
공장 무선 인프라는 미션 크리티컬 공장 애플리케이션(예: 무선 토크 툴)에 필요한 안정성과 성능을
제공하며 다른 산업용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 자산 및
재고를 더 빨리 파악하여 생산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WIFI 자산 태그, 문제 해결 및 협업에 쓰이는
모바일 HD 비디오카메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Connected Factory Security: Cisco Connected Factory Security 솔루션은 Connected Factory
Automatio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장의 디지털 및 물리적 자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합니다.
Cisco는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별로 공장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심층 방어 전략 및 아키텍처를 통해 공장의 모든 직원 및 계약직에 따른 보안
레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장 관리자는 원격 또는 현장 전문가의 액세스 권한을 지원
대상 기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마다 적용할 필요 없이 Cisco의 고강도 스위치를 통해
중앙에서 구성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ID 및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선두를 지향하는 제조업체는 사전 검증 및 테스트를 거친 설계를 통해 Cisco Connected Factory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본 아키텍처는 각종 파트너 솔루션 에코시스템과
손쉽게 연결되어 포괄적인 다기능 산업 플랫폼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점점 통합되어가는 세상에서
Cisco는 제조업체가 미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네트워크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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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Factory의 실제(계속)
Connected Factory Remote Monitoring and Response: 제조업체는 Connected Factory
솔루션을 통해 산업 기계 제작 파트너, 이를테면 로봇 제조사로부터 원격으로 기계를 모니터링,
제어, 지원하는 MaaS(Machines as a Service)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은 순환적인
업계의 거센 글로벌 경쟁에 맞서고 설상가상으로 개별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TCO
절감의 필요성 때문에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혁신하고 출시 일정을 단축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onnected Factory Energy Management: Energy Management에서는 지능형 IoE
애플리케이션, 이를테면 기계 센서와 통신하면서 공장과 상위 시스템 간에 세부적인 운영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분석 엔진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귀중한 에너지의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사용되지 않는 휴일 및 주말에 전력을
소비할 필요 없이 자동화된 제어를 통해 HMI에 보내진 생산 일정에 따라 기계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공장 에너지 사용량을 10-20%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에너지 부하
프로필을 관리하면서 변속 드라이브 조정, 부하 분할, 선택적 폐열 발전 사용, 기타 조치를 통해
과부하로 인한 페널티 및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sco Energywise와 같은
에너지 관리 솔루션으로 공장 기계와 IT 시스템의 전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집계, 표시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빅데이터를 통해 강력한 제어를 실현한 글로벌 식품 가공업체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해 왔지만 이를 저장,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빅데이터 처리 툴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문제 해결 및 비용 절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및 분석은 예측, 사전 대응적
유지 보수, 자동화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기능의 근간이 됩니다. 800여 종의 밀가루를
생산하는 한 글로벌 식품 가공업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회사는 예측 툴과 서비스를 통해 가격, 생산
능력 요건, 고객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 덕분에 더 높은 마진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생산 능력 가동률을
5%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네트워크로 생산 동력을 높인 Harley Davidson
최근까지도 공장 네트워크는 서로 그리고 로컬 및 원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체에서 IoT 및 IP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 내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여러 사업장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전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 기계와 시스템이 연결되면 제조업체는
이 정보를 통해 워크플로를 자동화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생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걸리던 문제의 분류 및 해결이 지금은 몇 초 만에 처리됩니다. "라고
Harley-Davidson Motor Company의 인프라 설계 관리자인 David Gutshall은 말합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에 기계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신규 기계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사실상 즉시
네트워크와 연동"한다고 Gutshall은 밝힙니다. 그 덕분에 유연성이 향상되고 신규 모델 주기 및 출시
일정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Harley Davidson의 구현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uilding Smarter Manufacturing With The Internet of Things"(Lopez Research
LLC, 2014년 1월)와 Mfg.net 웹 세미나를 참조하십시오.
8

© 2014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Cisco와 AeroScout Industrial의 솔루션 덕분에 완전한 가시성과 추적
가능성을 갖춘 가상 웨어하우스 및 완벽한 Connected Factory 구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Stanley Black & Decker Industrial Division 최고 정보 책임자 Gary Frederick

표준 IP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운타임을 줄인 General Motors
제조업체는 극한의 공장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많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전용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모든 디바이스가 운영 및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게 하는 표준화된 IP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장이 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준 IP 네트워크에서는 공급자 및 고객과 더 손쉽게 연결하고 협업하면서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neral Motors는 PFCN(Plant Floor Controls
Network)이라는 표준 기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현하여 각 공장 네트워크를 위한 통일된 설계를
마련하고, 단일 엔지니어링 팀을 두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 운영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PFCN 덕분에 GM은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약 70% 단축했습니다.

모바일로 이동한 대표적인 공구 제조업체
Stanley Black & Decker가 다양한 수동 및 전동 공구를 생산하는 멕시코 제조 시설의 점검을 고려할 때
생산 현장의 가시성 향상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이 공장은 이미 Cisco Unified Wireless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관리자들은 RTLS(real-time location system)를 구현하여 그 잠재적 가치를 확대하길
원했습니다. 관건은 AeroScout Industrial RFID 태그의 사용이었습니다. 이 태그는 어떤 부품에도
부착하여 공장 관리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장 전역에 설치된 Cisco 액세스
포인트 덕분에 관리자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모바일 액세스가 가능했습니다.
Cisco 파트너인 AeroScout의 대시보드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이제 생산 현장의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Wi-Fi 태그를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통합함으로써 모든 현장 관리자가 생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재 공정의
병목 지점을 찾아내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품과 기계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므로 거의 자동으로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장 관리자인 Mike
Amaya는 말합니다. 더 우수한 가시성 덕분에 인력 가동률 및 제품 품질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실시간
재고 보기를 통해 정확한 납품 일정 및 주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Cisco는 산업 환경을 위해 설계된 통합 네트워킹, 무선, 보안, 비디오, 컴퓨팅, 통신 기술로 제조업체가 더
발전된 미래의 공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industria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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