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ATM, 판매 POS, 키오스크를 위한 MOXA 솔루션
금융및통신기기에필요한다양한통신방식과통합성, 확장성, 안정성을제공하는네트워크제품군

스마트한 공장자동화를 위한 360° 네트워크 신뢰성 구축 – Moxa 네트워크 솔루션
다운타임을최소화하고스마트네트워크통신을항상유지하여공장설비의생산성과효율성을극대화

산업용 IoT의 시장이 도래하면서, 네트워크 신뢰성의 문제는 공장제어 및 공장자동화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첫번째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공장내에는 다

양한 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내구성, 네트워크 연결의 이중화, 사이버 방어 능력 등은 네트워

크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Moxa는 종단에서 핵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네트워크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시간의 최대화 및 공장내

열악한환경에맞는적절한연결방식을포괄적으로제공합니다.

공장자동화를 위한 360° 네트워크 신뢰성

장치의 내구성 네트워크 중복성(이중화) 사이버 보안

복잡한 공장시스템들의 경우, 디바이스의 내구성은 작업

및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공장플

랜트가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현장의 엔

지니어들은 작업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oxa 솔루션은 가혹한 환경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바

이스의 장애를 방지하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들을 제공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제품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넓은 온도폭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팬없는 디바이스 구조

• 높은 수준의 EMI/EMC 차폐, 충격 및 진동 최소화 설계

• 전원공급장치의 이중화 설계

Moxa 네트워크 솔루션은 자체복구 기능뿐만 아니라 바이

패스 연결기술을 가능케 하는, 단일지점 복구 및 복수지점

이중화를 지원합니다.

모든 Moxa의 Managed Switch 제품군은 Turbo Ring 및

Turbo Chain 기술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연결장애가 생겼

을 때 밀리초 수준에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복수지점의 이중화의 경우 트래픽이 비활성화된 네트워크

스위치를 우회하여 다음의 활성 스위치로 전달될 수 있도록,

Moxa의 컴팩트 OBU-02 광섬유 바이패스를 부착하여 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장애복구를 위한 유연한 링 토폴로지(250개의 스

위치에서도 20밀리초 미만)

• 복수지점의 장애에도 무중단 데이터전달을 보장하기 위

한 자동 바이패스 기능

세계가 네트워크로 더 많이 연결되어 감에 따라, 사이버공

간에서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공장관리자는 이

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고 공장운영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위협을 탐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Moxa는 데이터전송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에 필요한 다중방어 기능을 제공하

는 방화벽/VPN/NAT/스위치 올인원 제품을 제공합니다.

• 방화벽/VPN/NAT/스위치/라우터 올인원 제품

• Modbus TCP 패킷검사기능 내장

• 산업용 제어네트워크를 위해 하부네트워크를 추가로 구

성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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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제품군을한번
에도입
• 25년 이상의 전문 지
원서비스
• 70개국이상에서글로
벌서비스
• 3년 / 5년제품워런티

전문서비스 관리자동화 빠른 설치 호환성성능 사이버 보안 운영 안정성

• 10GbE/GbE/Ethernet/
PoE연결선택가능
• 3.5 G HSPA 및 802.11n
무선연결
• PoE+ POE+ Output 36
W 까지지원

• 시각적 표현 및 직관
적운영
• SCADA 통합을위한비
용효율적인 OPC 서버
• SNMP 기반의 솔루션
및 NMS 플랫폼과호환

•다각도의심층방어
• Modbus TCP 통신의패
킷보안검사
• 멀티포트연결에 대한
비용절감

• Mxconfig를 통해 스위
치장비 설정시간은 90%
이상절감
• Turbo Ring 및 Turbo
Chain 기술을 이용한 유
연한이중화설계
• DSL, PoE, 무선연결

•자체복구를위한무정
지시스템구현
• 시스템가용성을 위한
빠른부팅시간(10초)
• Level 4 EMC/EMI 인증
및 팬이 없이도 -40도에
서 75도까지운영가능

360° 네트워크 신뢰성을 제공하는 공장자동화 구성도

• PLC 및 SCADA 통합을
위한복수 Fieldbus 지원
•기간망네트워크및기
존 시스템들과 유연하
게통합



Control Automation
Moxa의 스마트 네트워크 솔루션은 실시간, 보안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통신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제어 및 자동화시스템에서 보다 큰 생산성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필드레벨의 QoS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Moxa는 Layer2 계층의 Managed Switch 제품군에

Level 4 EMS 보호기능, IEEE 1588v2 PTP 기능, 방

화벽/VPN/NAT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관리자들은 생산성을 가속화하고, 리스

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활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현장 스위치장비에 보안라우터 기능 제공

• IEEE 1588 시간 동기화 스위칭

• 산업현장에서 검증된 신뢰성

• 쉬운 SCADA/PLC 통합을 위한 다중 프로토콜 기능

Facility Management
스마트공장을 위한 에너지효율적인 생산성을 제공하

기 위해서, Moxa는 복잡한 공장환경에 맞는 시설제

어, 환경안전 및 운영효율성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

는 제반적인 산업이더넷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Moxa의 산업용 네트워크 관리제품군은 SCADA 엔

지니어들이 네트워크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줍니

다. 아울러 Moxa의 산업용 이더넷솔루션들은 개방적

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산

업용 프로토콜이나, 시리얼장비들을 연결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공장관리자와 네트워크 엔지니어

들은 이에 따른 통합 및 협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

대시킬 수 있습니다.

• SCADA 통합을 위한 빠른 네트워크 탐지

• 밀리초 수준에서 네트워크 재연결 기능

• 산업혀장에서 검증된 신뢰성

• 다양한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미디어 지원

스마트한 공장을 위한 스마트한 네트워크

최근의산업용 IoT는위기와 기회를모두 제공합니다.

지금은더 나은생산성과 에너지효율성을위해 스마트한정보를도입할 시기입니다.



산업용 Io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장들은 완벽하게 잘 연결된 네트워크와 함께 제조

자동화시스템들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업무나 프로세스를 적용하려고 할때 때로는 통신

이원활하지않는경우를경험하고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객은 중요 어플리케이션 구동이나 업무를 위한 상시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사이버공격, 환경의 변동, 복잡한 네트워킹, 호환되지 않는 프로토콜, 네트워크 및 장치 서브시스

템간의이젠트관리등에시간을빼앗기고있습니다.

Moxa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및 각각의 전문가들은 스마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공장들은 기존장비 및 새로운 장비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도 운영시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있습니다.

Moxa의 스마트 네트워크는 다양한 프로토콜에 호환되면서도, 자체복구가 가능하며, 높은 보안성을 제

공하는 이더넷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에, SCADA 시스템 및 백본 네트워크까지 공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 있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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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바인테크는 2001년 창립이래 그리드 및 클라우드 분야의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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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제조사인 MOXA社의 한국파트너(Value Added Reseller)로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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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얻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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