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분산/ 원격 I/O 제품

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

는 요건 

 
VDC(Venture Development Corporation)가 

"Global Markets and User Needs For 

Industrial Distributed/Remote I/O" 라는 제

목으로 수행한 새로운 시장 조사에서 최종 사

용자, 엔지니어/구축 전문 업체, OEM 및 시스

템 통합자에게 분산,원격 I/O 제품과 관련해

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질문 하였

다. 질문 중에는 제품과 공급 업체에 대한 선

택 기준과 분산 I/O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에 

대한 상대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제품 선택 기준 

 

조사 결과 1 에는 분산/원격 I/O 제품을 선택

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된 5가지 기준을 DCS 

시스템,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 

각각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나타내었다. 

신뢰성, 유연성 및 상호 작동성, 기존 시스템

과의 호환성 그리고 설치 및 설정 용이성이 3 

가지 어플리케이션 범주 모두에서 거의 수위

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CS 어플

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설치 및 설

정 용이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DCS는 

대체로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를 중요한 문제로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공급 업체의 "제품 이외" 선택 기준 

 

분산,원격 I/O 제품의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non-product" 또는 

"commercial" 기준은 무엇인지 사용자에게 

물어본 결과는 조사결과 2에 요약하였다. 고

객 지원은 3개 범주의 어플리케이션 모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DCS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면 가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우수한 고

객 지원에 중점을 두면 경쟁 업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DCS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가격이라고 응답한 

사용자는 PC based 제어 시스템 및 PLC 시

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보다 두 배나 많았

다. 이것도 DCS가 대체로 더 많은 분산,원격 

순위 D C S  P C  기반 제어 시스템 P L C  시스템 

1 신뢰성 신뢰성 신뢰성 

2 설치 및 설정 용이성 유연성 및 상호 작동성 유연성 및 상호 작동성 

3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설치 및 설정 용이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4 유연성 및 상호 작동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내구성 및 견고성 

5 표준 준수 내구성 및 견고성 
용이한 업그레이드 및 구성 

가능 

가장 많이 선호된 분산, 원격 I/O 제품의 선택 기준 

조사 결과 1 



I/O를 통해 확장성이 크며 따라서 절대 비용 

즉, 전체 시스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Costomer Preference는 PC based 제어 시

스템 및 PLC 시스템 사용자와 비교하여 DCS 

사용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DCS 사용자 중 시스템 통

합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

러한 시스템 통합자는 최종 사용자 고객이 요

구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Part Availability도 PC based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 사용자보다 DCS 사용자의 경

우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것

은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이 

응용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해 DCS는 통

상적으로 더 사용되는 영역이 공정 산업 응용

전반인 관계로 작동 시 동작중단에 따른 비용 

충격에 상대적인 노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흥미로운 것은 PC based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 사용자와 비교하여 DCS 사용자

는 대리인/담당의 기술적 지식을 주요 선택 

기준으로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는 다른 두 네트워크에 비해 설문에 응한 

DCS 사용자 중 시스템 통합자의 비율이 높다

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며, 시스템 통합자는 

대체로 분산,원격 I/O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및 공급 업체의 제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문을 위해 대리인 

및 공급 업체에 의존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유지 관리 측면 

 

사용자에게 향후 분산,원격 I/O 제품에서 필

요하게 될 특징 및 기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상태표시 lamp 수, 회

로 장애 탐지, I/O 배선의 단락 탐지 및 I/O 

배선의 단절 탐지와 같은 향상된 진단 기능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분산, 원격 I/O에 대한 유지  

순위 D C S  P C  기반 제어 시스템 P L C  시스템 

1 고객 지원 고객 지원 고객 지원 

2 가격 
대리인 및 직원의 기술적 

지식 

대리인 및 직원의 기술적 

지식 

3 고객의 선호도 
24시간 365일 

고객 서비스 능력 
가격 

4 부품 가용성 가격 
24시간 365일 

고객 서비스 능력 

5 
24시간 365일 

고객 서비스 능력 
인지도 상표 인식도 

분산,원격 I/O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선호된 "제품 이외/상업적" 기준 

조사 결과 2 



관리 필요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사용자들은 진단 기능을 향상시키면 기술 지

식이 다소 부족한 인원이 관리해도 유지 관리

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다음으로

는 많은 사용자들은 분산,원격 I/O 네트워크

를 원격으로 교정 및 감시하는 기능을 언급했

다. 이를 통해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줄

임으로써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유지 관리 기능을 중앙화 할 수 있

어서 품질 및 비용 문제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분산,원격 I/O의 핫 

스왑(hot swap) 기능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문

제가 되고 있다. 요구 조건의 범위를 구체화

기 위해 사용자에게 핫 스왑 기능이 필요한지

를 물었다. 그 조사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

는데, 39%가 핫 스왑 기능이 중요하거나 거

의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대다수 

특히, 공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은 네트

워크에서 장치 교체를 위해 작업을 중단함으

로써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

였다. 

 

사용자의 1/5 이상은 핫 스왑 기능이 좋은 기

능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이 

기능이 일반적으로 따로 돈을 지불할 만한 기

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

다고 응답한 36%의 사람들은 단순히 작동을 

중단하거나 예약된 유지 관리 기간을 사용하

여 I/O 지점을 정리하는 기능을 언급하였다. 

 
 
 

순위 white text 

1 진단 기능 향상 

2 원격 교정/감시 사용 

3 용이한 프로그래밍 사용 

4 장치 교환을 더 쉽게 함 

5 양질의 교육 기회 마련 

분산,원격 I/O에서 유지 관리의 단순화 

를 위해 가장 많이 선호된 방법 

조사 결과 3 

 

분산, 원격 I/O의 hot swap 기능의 

필요성 

조사결과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