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M은 OPEX ® 웨어하우스 자동화 시스템의 실시간 기계 KPI와 성능 내역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데이터 기반 분석의 세계를 
열어주는 스마트한 보고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성능 모니터링 플랫폼인 RPM은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며 강력한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사용해 보여줍니다. OPEX 

고객은 RPM을 이용해 기계의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기계 데이터에 따라서 스마트한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PM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힘을 활용해 어디에서나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개선할 방법을 확인하며 웨어하우스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돕습니다.

원격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 
웨어하우스 중요 수치 측정

장점

기능

원격 성능 모니터링(RPM)을 왜 사용해야 하나요?

편리한 클라우드 대시보드
탄탄하고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해 RPM 웹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어디에서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성능 보고서
각 시스템과 iBOT® 로봇에 대한 모든 성능 내역 보고 기능이 있어 
기계 가용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iBOT 알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현장 전역의 모든 기계에 대한 상태, 성능, 문제가 실시간에 가깝게 
표시되며 기계와 RPM 간에 독립적인 동기화를 제공해 WCS/WMS
에 보내는 작업 지시에 간섭이 없습니다. 

진단
특정 상태나 사전 지정 한계를 넘는 값에 대한 예방 알림과 이벤트가 
iBOT ID 및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함께 표시됩니다.

액세스 제어
OPEX RPM 팀에 연락할 필요 없이 관리자 제어판에서 각 사용자의 
액세스 설정을 변경하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메일 보고서
자동 이메일 보고서가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세부 정보와 기계 간섭 
및 손실 처리량의 최고 원인을 알려줍니다.

데이터 기반 결정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 및 전략을 결정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기계 성능을 개선하며 수요 피크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
액세스를 허용한 후 기존 데이터와 보고서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기계 쪽에 추가적인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보안
RPM은 안전한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됩니다. 모든 통신은 전송 
계층 보안(TLS)을 통해 암호화됩니다. 기계는 저장하거나 스캔하는 
제품에 관련된 SKU나 고객 정보를 사용하거나, 액세스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주요 KPI 알림 
목표의 핵심이 되는 KPI와 설비 종합 효율(OEE)과 같은 수치 및 
기계 처리량을 작업자, 관리자, 경영진에게 알립니다. 매일의 작업이 
매끄럽고 능동적으로 진행되어 작업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RPM은 OPEX 서비스 계약 첫 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티어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OPEX 서비스 책임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베이직 스탠더드
(단일 현장)

프로
(단일/다중 현장)

대시보드
빠른 보기 대시보드 ◆

현장 운영 대시보드 ◆ ◆

복도와 iBOT 상태 ◆ ◆

피킹 스테이션, 복도, 현장의 일일 작업 완료 
(Perfect Pick 한정)

◆ ◆

Sure Sort 성능 및 불합격 이유(Sure Sort 한정) ◆ ◆

가용성 대시보드 ◆ ◆

성능
복도 통계 ◆ ◆

복도 가용성 요약 ◆ ◆

복도 가용성 세부 정보 ◆

관리
소프트웨어 버전 ◆

진단
경고 및 이벤트 ◆

사용자
구독에 포함된 사용자 1 5 10

5명 단위로 유료 사용자 추가 가능 15 35

보고서
기본 성능 보고서 ◆ ◆ ◆

고급 성능 보고서 ◆ ◆

사양

질문이 있으신가요? 
연락처.

warehouseautomation.com

info@opex.com

RPMsellsheet1227202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