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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어분 야 에 서 는 공장과 I T  시스템 간의 

연결을 위한 향상된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산업용 컴퓨팅 시스템 설계자가 제조 현장의 

제어용 컴퓨터를 회사의 IT 컴퓨터 네트워크

에 연결을 시도함에 따라 보수적인 산업제어 

시장에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Ethernet를 통해 산업용 필드 버스

가 네트워크쪽과 통신하도록 하거나 심지어는 

필드버스를 Ethernet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단계에서는 제조 현장과 IT 

컴퓨터 간에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 문제에 

embedded 웹 서버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매

우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 설계자는 센서 및 액츄에이터

와 같은 장치를 디지털 버스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검토해왔다. 이 방식은 작업장에 지나치게 많

은 배선을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

한 점에 있어 분산 또는 원격 I/O 제품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호 다중화와 

함께 매우 광범위한 장치에 대한 많은 전기 

인터페이스 및 신호 조절기능을 제공한다.  

 

매사추세츠 Natick에 소재한 VDC(Venture 

Development Corp)에서 수행한 새로운 시장 

조사인 "Global Markets and User Needs 

For Industrial Distributed/Remote I/O"에 따

르면 버스/네트워크 부문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주요 변동은 산업 

분산-제어, PC 기반 제어 및 PLC(program- 

mable logic controller)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분산,원격 I/O 제품사용의 증가가 예상

된다 (그림1. 참조). 

 

현재, 분산 I/O 제품과 컨트롤러를 서로 연결

하기 위해 버스 및 네트워크를 일정하지 않게 

그림 1. Ethernet loads growth for industrial-interface market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버

스 및 네트워크에는 AB Remote I/O, AS-I, 

ControlNet, DeviceNet, Ethernet(10 Mbits/s 

및 100 Mbits/s), Firewire 및 Foundation 

Fieldbus 등이 있다. Genius Lan, Hart, 

Honeywell DE, Interbus-S, LonWorks, 

Modbus, Profibus (DP, FMS, PA) 및 

Seriplex 등도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 직렬 

인터페이스(RS-232, -422, -485) 및 일부 표

준 및 고유 네트워크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필드 버스를 슬롯 카드 백플레인

(backplane) 형태의 버스 아키텍처에 연결하

는 버스 보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예로 PEP Modular Computer Inc.의 

VPFB를 들 수 있다(그림2. 참조). 이 버스 

보드는 Siemens 의 ASPC-2 Profibus 컨트롤

로 칩을 사용한 3U VME 보드이다.  

이 컨트롤러는 FMS, 마스터 및 DP 마스터 

Profibus 프로토콜에서 12-Mbaud의 

Profibus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보드에서 

68360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DP 이외의 프로

토콜 스택 기능을 담당한다.  

 

VDC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 선택된 소수 

인터페이스에 사용량이 집중되고 새로운 시장 

주도 세력이 부상할 것이며, Profibus -DP 는 

2003년까지 최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AB Remote I/O 또한 시장에서 

주요 점유율을 차지하겠지만 Rockwell 

Automation Allen-Bradley PLC 연결에 사용

되는 고유 버스이기 때문에 DeviceNet 및 

ControlNet (모두 Allen-Bradley 지원 표준)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품이 대체할 것으로 예

상된다.  

 

DeviceNet 및 ControlNet은 모두 Allen-

Bradley가 개발하였지만 수 년 전에 소유권

을 포기하여 현재 각각 Open DeviceNet 

Vendor Association(ODVA) 및 ControlNet 

International Ltd.가 지원하는 개방 표준이 

되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어플리케이

션은 이전 및 고유 AB Remote I/O 버스를 

대신하여 Rockwell Automation Allen-

Bradley PLC와 함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산업용 제어 버스/네트워크의 사용에

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Ethernet의 도입일 

것이다. Ethernet을 사용한 분산,원격 I/O 제

품은 작년 세계 전체 판매 점유율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 시장 주도권을 놓고 

Profibus DP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현장에서 Ethernet의 사용이 증가하고 

난 후 공장 제어와 IT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였으며, 대다수의 기업 네트

워크 및 일부 상위 공장 네트워크 노드에서 

이미 사용 중인 Ethernet은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킹 기술이 되었다.  

 

한편, 10Mbit/s Ethernet에서 100 Mbits/s로 

이동하는 것은 아직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그림 2. 3U VME 보드 



있다. 현재, 대부분의 Ethernet 칩은 100 

Mbits/s 및  10 Mbits/s를 지원하는 비 산업

용 장치이기 때문이다. embedded 웹 서버 공

급 업체인 Agranat Systems Inc.의 판매 부

사장인 Mark Taylor는 “산업 제어 업계는 

100Mbit Ethernet이 대기시간은 있지만 실시

간 작동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빠르다는 사실

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Ethernet를 사용함으로써 공장 시스템과 IT 

네트워크 연결의 친화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점은 있지만 공장의 제어용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더욱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이러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제조 현

장에서는 PLC를 사용하고 있으며 embedded 

PC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 제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embedded PC 시스템을 사용하여 얻는 혜택

이 더 크다. 제어 작동 이외에 기업 전체에 

걸쳐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를 개인 생산성 

및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기능

은 컨트롤러의 가치를 상당히 높여준다. 소프

트웨어 기반 산업 컨트롤러 개발 업체의 절대 

다수가 Microsoft의 Windows NT 운영 체제

를 선택하였다.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지원

과 데이터 공유의 단순화 기능이 결합시킴으

로써 Windows NT는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되

었다.  

 

실시간, 결정적인 성능을 갖는 Windows 

NT/PC based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 난제로 남아있다.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제어 논리는 실시간 제어 작동의 성능을 방해

하지 않고 정확히 요청된 시간에 제어 작동을 

수행해야 하기에 일반 PC 운영 시스템의 성

능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개인

용 컴퓨터는 보통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통해 데이터를 표시하고 전송하면서 다중 

제어 및 정보 처리 기능을 능숙하게 수행한다. 

최근까지, 이러한 기능을 현장에서의 실시간 

제어와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Windows NT에서  이러한 기

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Microsoft가 사

용권을 가지고 보급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VenturCom이 개발한 HRT(hard-real-time) 

확장으로 더욱 정교해졌다. Intellution은 이 

기술을 채택하여  SoftLogic 제어 패키지인 

Paradym-31에 포함시켰다. 

 

Paradym-31은 SoftLogic 제어 패키지(일반

적 PLC를 대체)로서 다중 소프트 실시간 작

업 이외에 하드 실시간 작업을 생성하고 이 

모든 작업은 Microsoft Windows NT 운영 체

제에서 수행된다. Paradym-31은 진정한 의

미로 Windows NT를 서비스하여 고유성을 

갖지않는 유연한 PC 기반 아키텍처에서 시스

템의 신뢰성 및 보안을 제공한다. 

 

공장-제어 및 회사-기업 컴퓨터 모두에서 

Windows 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각각에 

대한 개발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VenturCom의 

최고 기술 관리인 Myron Zimmerman은 “실

시간을 위한 컴퓨터와 Windows를 위한 컴퓨

터를 따로 구입할 이유가 없고, 모든 작업을 

한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으며, 하드웨

어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단일화된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계속해서 Zimmerman는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용 손실을 초래하는 것 중 하나는 드

라이브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일이

지만 NT와 CE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드라이브를 따로 작성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해결 방법으로 이러한 작업을 최소화

하고 보드 공급 업체가 CE 및 NT에서의 작

동은 물론이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통합 드라이브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장 시스템과 IT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과 관

련하여 최근 웹 서버를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Taylor에 

의하면 e-commerce가 이에 대한 촉진제 역

할을 하고 있다. Taylor 는 “엄청난 양의 주

문이 너무 빠르게 쇄도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일선의 관리자는 주문이 들어오고 고객에게 

배달되는 시간 동안 핵심 경로로 전체 공급망

에 걸쳐 가능한 모든 지점을 오가야 한다. 이

는 곧 산업 컨트롤 분야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써 e-commerce가 현장의 

녹색 장치를 파란색 장치로 바꾸도록 요구한

다면 변경된 주문을 제조 작업장에 매우 신속

하게 전달하여 파란색 장치를 생산하도록 해

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Agranat의 EmWeb과 같은 embedde 웹 서

버는 25kB 정도밖에 안되는 소프트웨어로써

소형 프로세서 보드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은 빠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

용자에게 매력적인 기술이 되었으며, 새로운 

제어 시스템에서는 전기 기술자가 말 그대로 

이를 설치하고 네트워크에 부착한 다음 시스

템이 IP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할당받

아 표준 구성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경우 

Agranat와 같은 웹 서버는 RS-232 포트에 

연결해야 한다(산업용 제어 시스템 대부분에

는 RS-232 포트가 부착되어 있다). 

 

Taylor는 “한쪽에서는 RS -232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Etherne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웹 서버 및 모든 제어 페이지를 해당 장

치에 놓을 수 있고, 웹 서버를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부착된 RS-232 포트에 연결하고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웹 페이지로 번역한 다

음 네트워크에서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

으며, 시스템의 번역 구성표가 명령줄 인터페

이스를 HTML로(또는 반대로) 번역할 수 있

다”라고 설명하였다. embedde 웹 서버에는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EmWeb에는 embedded 웹 서버 및 TCP/IP 

스택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작업 

스케줄러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하드 실시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불리

는 새로운 웹용 데이터 형식이 embedde 웹 

서버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HTML

은 presentation 인터페이스인 반면 XML은 

프로그래밍 방식의 인터페이스라는 장점이 있

다. 산업-제어 작업에서 가능하면 사람의 개

입을 없애야 한다. HTML의 경우는 브라우저

가 필요하지만 XML 데이터는 다른 장치 또

는 어플리케이션의 후면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양한 기업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베이스 제품이 이미 XML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XML은 제조 현장과 기업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적합한 형식이다. 

Taylor는 “XML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하면 

제조 현장과 기업 어플리케이션 간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고, embedded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제조 현장과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번역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제조 현장과 기업 어플리케이션은 

embedded 웹 서버를 통해 번역을 전혀 거치

지 않고 데이터를 다시 장치로 전달할 수 있

다.”라고 강조하였다. 

 

 

회원가입 안내 

 

한국프로피버스협회는 1999년 9월 창립이후 

만 1년6개월 경과한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에 PROFIBUS 인지도 고취 및 회원사

이익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

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01년에는 총 회원

수가 60개사를 넘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협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업체의 PROFIBUS 관심도가 시간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도와

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협회에서는 회원사와 함께 하며 회원사를

위한 알찬 계획을 시행하는데 노력을 기울

것 입니다. 

 

협회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

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많은 방문 있으시기 바랍니다. 

w w w . p r o f i b u s . c o . k r  

 

더불어 언제나 협회문을 활짝 열어놓고

PROFIBUS 관련한 어떠한 의문사항이라도

성심껏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회원이 아닌

분들도 많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452-5913/563-6200(내선 311) 

FAX : 02)561-5913 

Email : kpa@profib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