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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산전 - 대표 손 기락 

 

- 산업용 통신 모듈(PROFIBUS-DP) 개발 

 

LG산전은 지난 1년간 3억여원의 개발비를 투

자,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

는 개방형 필드버스(Fieldbus)인 프로피버스

(Profibus)-DP 모듈 4종 개발을 완료하고 3

월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G측의 설명을 인용하면 프로피버스-DP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

용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생산 현장에서 PLC 

(논리연산제어장치), 센서, 모터, 밸브, 로봇 

등의 기기를 제어하는 통신기술이기에 이 기

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

다 하였다. 

 

디지털 방식인 프로피버스-DP는 기존의 아날

로그 통신방식에 비해 대량의 신호를 원거리

까지 전송할 수 있으며 케이블 등 전송 기자

재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1/5정도로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실시간 처

리의 능력을 갖는 빠른 통신속도(9.6kbps ~ 

12Mbps)로 주변장치와의 연결시에 비용 절

감 효과가 커서 특히 자동화시스템과 현장기

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LG산전은 프로피버스-DP모듈을 자사의 글로

파(GLOFA)  PLC에 적용함으로써 프로피버

스-DP를 채택한 타사의 많은 필드기기들과의 

접속 및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글로파 PLC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프로피

버스-DP 모듈 관련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 전력시험기술센터 UL 시험기관 인정 

 

LG산전 전력시험기술센터(PT&T)는 UL(미국

안전규격)로부터 CTDP시험소로 인정됨에 따

라 UL시험관이 입회하지 않고도 시험결과를 

인정 받는 공신력 있는 시험소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UL시험인증을 위해 해외에 나가지 

 

[프로피버스-DP 시스템 구성도] 



않고 자사 전력시험기술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게 되었다 

 

www.lgis.co.kr              02)3777-4114 

 

 

정일인터컴 - 대표 이 강욱 

 

- 한국경제에 게재된 정일인터컴 관련기사 

 

PC로 생산라인 제어 FIELDBUS System 

 

자동화된 공장을 가면 공장마다 작업상황을 

알려주는 센서가 있다. 각 센서로부터 나온 

선은 PLC(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제어장치)

에 연결된다. 이 PLC가 중앙에서 각 장비에 

제어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작업흐름이 유물이 된지 오래다. PC가 널리 

보급되면서 PC기반의 제어시스템인 필드버스 

시스템이 PLC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장의 변화를 읽고 필드

버스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가 등장했다. 경기

도 안양에 위치한 정일인터컴(대표 이 강욱)

이 그 주인공, 중소기업이 먼저 사용화 했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필드버스 시스템은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까닭

에 고도의 신뢰성과 호환성이 검증돼야 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만이 개발해낼 

수 있는 이유다. 이 사장이 중소기업에서 배

선반 자동화로 경험을 쌓은 게 밑천이 됐다. 

작년 말부터 아남반도체 훼스텍 등에 공급되

기 시작했다. PC기반 제어시스템은 PLC에 비

해 배선비용을 크게 줄인다. 센서를 잇는 한 

가닥 선으로 네크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이 97년 창업때 개발한 산업용 터치

패널모니터도 시장선점 덕에 외산을 대체하며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이회사 

매출액은 31억원에 이어 올해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www.jeongil.co.kr           031)423-6172 

 

 

현대 모비스 � 대표 박 정인 

 

- 미국TIP社와 인판넬 제조 관련 기술제휴 

 

HYUNDAI MOBIS가 국내 최초로 레이저를 

사용해 자동차 운전석 모듈을 제조하는 기술

을 도입했다. HYUNDAI MOBIS 는 최근 운전

석 모듈용 인판넬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TIP사와 자동차 

운전석 부품인 인판넬의 제조에 대한 기술제

휴를 체결했다.  

 

이 기술은 운전석 모듈 제작 공정에서 레이저

를 이용해 재료를 가공하는 시스템(레이저 스

코링 시스템 : Laser Scoring System)을 도입,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에어백 부착부위의 구

성부품 숫자도 절감시킬 수 있어 크라이슬러, 

GM, 포드 등의 선진업체들이 최근 적극적으

로 도입하고 있는 최첨단 선진 기술이다.  

 

이번에 HYUNDAI MOBIS에 기술을 제공한 

TIP사는 운전석 모듈에 장착되는 에어백 부

위의 인판넬 내부를 레이저빔으로 가공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전세계 선진업체

에 기술 및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의 인판넬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HYUNDAI MOBIS는 이번에 제조기술을 도입

함으로써 에어백 부착 부분의 돌출 부위를 제

거해 운전석 모듈 디자인을 우아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간 및 재료비를 절감하

고 자동차의 미관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얻

음으로써 국내 운전석모듈 분야의 기술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제까지는 조수석 부위에 부착된 에어백이 

약간 돌출 되어있어 미관을 해치고 외형디자

인을 자유롭게 변경하기가 어려웠었다. 

HYUNDAI MOBIS는 이 기술을 현재 기아자

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니발 후속 모델인 

카니발Ⅱ의 운전석 모듈에 적용해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양산 예정인 현대 및 기아

차의 신 모델에 공급함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매 증대를 기대하고 있

다.  

 

HYUNDAI MOBIS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모

듈 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현재 200여명 수준인 기술 연구소 인력을 

2005년까지 500여명으로 늘리고 아울러 기

술력 증대를 위한 기술분야 투자액을 년 600

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HYUNDAI MOBIS는 금년에 모듈 

부품 분야에서만 작년 대비 약 45% 정도 증가

한 5000여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

체 매출도 2조 6천억원에 3000여억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hdpic.co.kr            031)288-3700 

 

 

S IEMENS Korea  � 권터 슈스터 

 

- 고성능 터치패널 출시 

 

씨멘스(대표 귄터 슈스터)가 고성능 저가격대

의 산업용 터치패널 컴퓨터(모델명 SIMATIC 

TP170 시리즈)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한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32비트 

RISC CPU에 확장성이 뛰어난 윈도CE를 운

용체계(OS)로 채택하고 있으며 2개의 RS232

포트를 비롯해 RS422, RS485, 프린터 포트 

등 각종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씨멘스의 「 TIA(Totally 

Integrated Automation)」개념을 기반으로 설

계됐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태그를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이 제품은 IP65 보호규격을 만족하

므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백라이트의 수명이 5

만시간 이상이다 

 

- 미래의 자동차 공장을 위한 혁신적인 자동

화기술 세미나가 성황리에 성공 개최됨 

 

자동차 산업은 그 특성상 자동화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기에 자동화 기술을 혁신하는 주도



적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

동차 제조사들의 사업확장 및 협력의 노력,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짧은 주기, 또 생산성 증

가에 대한 강한 압박 등으로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채택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를 위해 항상 

창조적인 기술들을 반영해야 하고 시스템 공

급자, 공장건설회사 및 부품 생산업체간의 긴

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자동화개념을 구성할 때부터 생산설비

가 노후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자동화관련 시스

템 전체에 대한 씨멘스 제품과 PROFIBUS 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 본 세미나

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등 국내 굴지의 자

동차 제작관련 담당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울산, 수원에서 2차례에 걸쳐 각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www.siemens.co.kr         02)3420-4706 

 

 

페펄앤드푹스코리아 � 대표 박 준형 

 

PEPPERL+FUCHS는 특수한 전자장치의 제

조업체로서 산업현장에서 센서와 센서시스템.

수위 측정장치 버스시스템 스위치, 모니터와 

EExi, interface modules, Control systems, 

Bus system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자

랑하고 있는 회사로써 제품의 선택범위도 다

양하여 센서 및 센서 시스템 분야에서 6000

여 개에 달하는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 및 보증의 엄격한 관리로 

1992년 공인된 센서테스트 연구소에서 공식

적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1993년에 ISO9001

에 따르는 증명서를 획득하였다. 

 

또한 P&F의 제품군은 크게 공장자동화분야 

제품과 공정자동화 제품군 2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공정자동화 제품군에 들어가는 필드버스 

통신관련 제품은 PROFIBUS와 FF, AS-

Interface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제품으로는 

필드버스 베리어, 필드버스 I/O 박스, 세그먼

트 커플러 등이 있다. 

 

보여지는 그림은 필드버스 관련 통신과 파워

공급용 Connecting Bus Branch 장치이다. 이

러한 장치를 이용한 분산자동화와 필드 디바

이스를 위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많은 이익

을 주고 있다. 여러 종류의 필드 디바이스가 

하나의 버스 케이블로부터 파워를 공급 받는 

것이 가능하고 기본 기능성을 위한 공통 파라

메터의 사용으로 필드 디바이스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중앙시스템은 모든 인스트

루먼트와 그들에 연결된 파라미터에 

read/write 접속할 수 있고 이는 IEC 

61158-2 표준에 따른 물리계층을 수용함으

로써 확실한 전송을 보장 받고 있다. 

 



본 장치를 사용한 버스는 non-Ex 상태에서 

32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고 EEx ia 

IIC 상태에서는 10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www.pepperl-fuchs.co.kr  02)3420-4706 

 

 

젤파워( 구 기인시스템)  � 대표 이 기원 

 

- 젤파워(XelPower)로 상호변경 

 

지난 92년 창업한 젤파워는 2001년을 맞아 

상호를 기인시스템에서 젤파워로 변경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젤파워는 도시바, 미쓰비시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154KV/345V급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국산화 시키고, 국내 최초로 동

기 접속형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개발하여 전

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154kv급 송전송로 자동절체 시스템을 개발하

여 정전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세계 굴

지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호응 받고 있는 제품들 중 디지

털 모터 보호제어장치는 MCU(Micro Control 

Unit)를 내장한 디지털 방식의 MCC로서, 모

터의 보호, 제어 및 디스플레이를 일체화하였

으며, 모터 기동방식에 따른 접점을 제공하므

로 모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획기적인 제품

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방식의 종합형 모터보호 및 제어장치 

-내부 스위칭에 의한 모터제어 

-각종 트립 및 3상전류 표시기능 

-보조접점 및 통신을 이용한 원격감시제어 

-모터 기동방식에 따라 릴레이 접점을 제공 

 

젤파워는 이러한 제품의 통신방식에 프로피버

스를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시장에

서 가장 우수한 통신방식인 프로피버스를 채

택함으로써 자사제품의 세계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이다. 

 

www.xelpower.com          02)521-0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