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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필드버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

기 위하여 관련 월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한국에도 필드버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의 down-stream 

process를 위한 필드버스 프로젝트가 추진 

초기단계에 있다. 전체 입출력 수가 약 

3,0000포인트에 이르는 기존의 DCS 시스템

이 아닌 필드버스 통신 Backbone에 Remote 

I/O를 통해 HART Instrument를 수용하는 구

성으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부는 기

존의 HART 계기를 사용하면서 상부시스템만 

먼저 필드버스 체계로 바꾸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필드버스 기술 자체의 

한국 상륙의 의미도 있으나 분야가 파급효과

가 큰 석유화학 분야이고 새로운 프로젝트 수

행방식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조만간 실행될 것이며 성공적

으로 마무리 될 때 한국의 필드버스의 역사에 

있어 실질적인 효시가 되어 필드버스 도입의 

봇물이 터지게 할 것이다. 필드버스는 디지털, 

양방향 통신 시스템으로서 센서, 액츄에이터, 

제어기 Controllers를 연결하며 공정제어 및 

기타 자동화 분야의 계기를 연결하는 일종의 

근거리 통신망 Local-area Network로서  

 

� 다변수 계기(Multivariable Instruments)상

시 아날로그 신호의 감쇄 현상 

� 원격제어와 원격 교정(Remote Calibration)

에 대한 불편함 

�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배선 설계와 현장 

공사의 번거로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필드버스의 장점을 살펴본다. 

 

첫째, 트랜스미터로부터의 측정치를 32bit 실

수(4byte)로 처리함에 따라 충분한 분해도 

(resolution)를 가져 계기측정치의 정도 

(accuracy)를 손상하지 않는다.  

둘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이나 전류 부스터 

등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HART 방식 계기

에 비해 오차가 줄어든다. 

셋째, 측정값이나, 계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

(1byte)를 제공한다.  

넷째, 측정 범위 Measurement range 조정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계기 사용의 융통성이 보다 좋아지며 

Spare part가 적어도 되는 점과, 프로젝트 엔

지니어링시에 Data specification이 간단해지

고 엔지니어링 초기에도 계기 발주가 가능해

지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여섯째, 산업 표준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일곱째, 다중변수 계기에서의 계산이 필드계

기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능의 분산이 이

루어지고 중앙 제어기의 부담이 덜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식사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필드버스가 

제공하는 장점 중 궁극적인 것은 디바이스에 

내장한 진단 기능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신뢰

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드 디바이

스의 풍부한 자체진단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

해 호스트 시스템에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시

스템 전체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필드 계기의 자체진단 기능을 플랜트 

관리시스템(Plant Management System) 및 

기업전체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 최근의 정보기술, 인터네트 

기술과 연결하여 현 자동화 시스템의 지평을 

한층 넓힐 것이다.  

 

필드버스의 인터네트 응용 

 

폭 넓은 인터네트 기술로 인해 자산에 대한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경제적

인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 자동화와 

전력의 송 � 배전 분야에서 감시, 진단, 서비

스, 고객정보 등을 위해 이러한 기술의 이용

이 확대될 것이다. 인터네트가 보급되기 시작

한지 불과 수 년 만에 수 억의 사용자로 늘어

나게 되었고, TCP/IP, HTTP, 그리고 최근의 

Java 등 인터네트 기술은 이제 사실상의 표준

이 되었다. 일부 비판적인 우려도 있었지만 

인터네트의 기반은 사용자의 수적 증가 뿐 아

니라 잠재적인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터네트 기술은 Closed-loop 등 중요

한 제어 기능에 적용하기에는 실시간(real 

time) 기능과 안정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

보 전달(Information access)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 계기와 

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Internets, Extranets, 

Internet 등을 통해 접근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의 비용은 인터네트를 지지하고 있

는 통신관련 기술로 저렴하게 되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의 Web browsers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Web browser 안에

서 운용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설치

할 필요가 없으며 유지 보수나 지원을 위한 

비용이 필요 없다. 또한 개발자나 사용자나 

모두 인터네트의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인터네트 관련 도구나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

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데 깊은 지식을 필

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림 1. 원격 감시 시스템 Diagram 



1. 원격감시 및 진단 기능으로 생산성과 신뢰

성을 제고  

 

개별 자산,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정 전반의 

신뢰성과 생산성은 응용 분야에 상관없이 중

요한 가치 판단기준이 아닐 수 없다. 자산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이에 근

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튜닝(tuning), 서비스 

및 유지보수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산과 정보를 원거리에서 접근, 수

집하는 경우 다음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 광역의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무인 운전 가능 

- 현장에 전문가 파견 불필요 

- 회사간 정보교환 가능(고객의 공장 정보를 

시스템 공급회사의 전문가에 전달) 

� 인터페이스 및 디바이스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를 줄이고 교육 훈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자산 및 공정의 성능의 문제점을 조기에 감

지하여 자산, 공정의 평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 문제 발생 지점의 신속한 파악으로 시스템 

정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필드 디바이스와 필드버스, 서버, 

원격 사용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격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나 

개별 운전자 스테이션에서 Hyperlinks를 사

용하여 다양한 공정과 계층의 기능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영상화 된 

Applets를 포함하고 자동으로 Download되고, 

Web browser와 함께 실행되고, 플랜트로부

터의 생생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중간 단계의 

서버는 Embedded System과 사용자로부터의 

통신관련 상세한 내용을 관리하게 되며, 데이

터베이스는 데이터들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등

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하여 준다.   

 

응용사례 

 

필드버스 시스템은 인터네트와 결합되어 산업 

자동화 분야 및 송 � 배전 분야의 자산의 생

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응용될 수 있다.  

 

그림 2. 변전소 원격 감시시스템 



1 .  변전소의 원격 감시 

 

전력의 송 � 배전소는 차단기, 변압기, 변환계

기등의 고가의 고성능의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전력 시장의 여러 규정이 완화 되면서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 대신 예방정비 혹은 

상황에 근거한 정비 (Condition-based 

maintenance)가 성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도 비용을 절감하는 더욱 중요한 기회로 인식

되고 있다.  

 

최근 고압 변전소는 전용 변전 자동화 시스템

으로 완비되어 있으나 오래 된 변전소나 저압 

변전소는 대개 자동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변전소에 원격지에서 경제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예방 정비나 실제 조건에 근거한 유

지보수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

네트 기술을 이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 도입으

로 해결할 수 있다. 차단기나 변압기와 관련

된 현장 데이터가 필드버스를 통해 연속적으

로 DB에 입력되고 인트라 � 인터네트를 통해 

다시 사용자의 Web browser에 전달된다.  

 

2 .  장애 위치 감지 시스템 

 

송전선의 장애 감지는 송전업무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최대 비용이 발생하는 부문이다. 정확

한 문제 발생 지점을 알아내기 위해 상이한 

디바이스와 데이터로부터 오는 다양한 형태

(Format)의 데이터를 결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정 디바이스를 위한 전용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Web 

server를 사용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는 장애 지점 분석 및 파형 분석을 송전 담당

자나 유지보수 담당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PC

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송전

업무 전반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  전력 품질 감시시스템 

 

전력 시장이 개방되면서 전력은 판매용 상품

이 되고 전력의 품질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상품의 품질로 인식되게 되었다. 발전 담당자

나 소비자를 위한 전력 품질 정보는 Web 

server를 통해 수집되고 전력 품질에 관련되

는 모든 이벤트의 리스트를 특정 사용자의 시

간과 위치에 따라 제공하게 된다.  

 

4 .  산업 자동화를 위한 응용 

 

제어 루프의 성능 감시 기능은 공정제어의 가

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제어 루프의 

성능저하는 곧 바로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하

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생산 설비를 최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제어루프의 정보

는 쉽게 현장에서 수집이 가능하지만 제지 기

계나 시멘트 플랜트 등의 고도의 생산설비 등

의 성능 감시를 위한 전문가는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웹에 근거한 제어시스

템 감시로 공정제어 전문가에 용이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전문가가 본사에 있거나 유지보수 요원이 

이동 중에 있거나 설비 공급 업체의 기술자가 

원격지에 있거나 접근이 용이하여 공정제어 

루프의 조정이나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 

정보 Web serve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다양

한 형태의 Graphic display type을 선정할 수 

있다. 즉 pie, bar, tape, area, scatter, 3D-

surface chart 등의 다양한 Graphic display 



types이 있으며 사용자 정의의 ActiveX나 

Java applets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웹 기술의 또 다른 이점은 서로 다른 시스템

으로부터의 정보가 상호 결합될 수 있다는 점

이다. 즉, 원격지의 제어시스템으로부터의 정

보가 기상정보, 제품의 관련 시장의 정보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경우에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폭 넓게 보급된 Web browser, Web server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과 지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

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의 물결의 기조에는 

필드버스에 근거한 자체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전제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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