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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초 Relay를 대체시키고자 개발되었

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이후 20-3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

만 80년대 PC가 등장한 이후 새로운 도전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PC-Based 

Control(SoftLogic, Software PLC라고도 함)

의 등장이었다. 

 

1986년 Wizdom Controls(1996년 Intellution

에 합병됨)가 AB의 PLC2의 Emulator로 발

표한 “86-Ladders” 라는 제품을 효시로 PC-

Based Control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후 여러 

Software 업체 및 PLC업체에서 PC-based 

Control 을 경쟁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으며 

매년 70%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1997년 

3,000만$ 시장규모에서 2001년 3억$의 시장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러

한 근거로써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ARC(Automation Research Corporation)는 

2004년 까지 기존의 PLC CPU의 50%가 

PC-Based Control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

을 내어 놓았다. 

 

PLCPLCPLCPLC의의의의    한계한계한계한계    

 

PLC는 25년 이상 대형 제작업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

증 받아 자동화 분야에서는 비교적 안정되고 

보편적인 솔루션으로 현재까지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PLC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또한 많

은 사용자들에게서 불편함을 주었던 것이 사

실이다. 

 

- 폐쇄적이다(Processor, Operating System,  

  I/O, Network 등) 

- 프로그램 및 SCADA를 위해 별도의 PC를  

  필요로 한다. 

- 업체 및 종류마다 별도의 교육 및 지식이  

  필요하다. 

- 타 업체의 I/O와 연결되지 않는다. 

- 표준의 Hardware와 Software를 사용하지  

  않는다. 

-초기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간단한 Upgrade 

  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 새로운 기술적용이 늦다.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동화분

야에서의 PLC의 위치는 비교적 확고하며, 향

후에도 상당한 기간 PC-Based Control과 공

존할 것이다. 또한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IEC 1131-3 PLC

의 프로그램 언어 표준을 93년에 제정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이 추진되어 온 

결과 현재 여러 번 개정된 IEC 61131-3은 

멀티태스크 실행이 가능한 아키텍처 컨트롤러

를 모델로 하여 그 모델을 그대로 종래의 

PLC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많은 PLC 메이

커에서는 SFC (연속적인 동작을 Graphical 

하게 기술하는 것) 도입 등 자사 제품의 아키

텍처에 맞는 도입을 진행 시켜 왔다. 그 결과 

IEC 61131-3에서 모델로 되어 온 아키텍처

의 컨트롤러가 주변의 것이 되고 있고 97년 

1월에는 일본에서도 JIS로서 제정되었기 때문

에 PLC 메이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에

서도 IEC 61131-3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PCPCPCPC----Based Control Based Control Based Control Based Control 의의의의    과제과제과제과제    

PC-Based Control은 앞서 열거한 PLC의 여

러 단점들을 보완하고 뛰어난 성능과 유연성

으로 PLC를 대체할 차세대의 솔루션으로 인

정 받고 있다. 장점을 간단히 예시하면 

 

- Open Architecture 

- 산업표준(IEC1131-3) 채택 

- 사용의 편이성 

- 뛰어난 유연성 

- 저렴한 설치 비용 

- Engineering 시간 및 비용 절감 

- 유지보수 시간 및 비용 절감 

- 향상된 진단(Diagnostics) 기능 

- 향상된 Performance 

- 뛰어난 확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PC-Based Control은 P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LC 업체 및 사용자들로부터 끊

임없이 안정성 및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 받아 

왔다. 이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

다. 첫번째는 PC의 안정성이고 두번째는 

Redundancy 지원여부이다. 이 문제점들은 

PC-Based Control 이 PLC를 대체할 기술로 

인정 받으면서도 시장에서 PLC에 뒤진 이유

이기도 하다. 

 

PC PC PC PC 의의의의    안정성에안정성에안정성에안정성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이는 다시 PC Hardware(Hard Disk, Power 

등)의 안정성 및 OS의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

야 한다.  Processor, OS, Memory 등을 가

지고 로직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PLC

도 특수한 종류의 PC이므로 PC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고찰은 무의미 할 것이다. 그러

나 소위 IBM호환의 Desktop PC는 PLC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지 않으므

로 산업용 PC 또는 군용 PC등이 쉬운 대안

으로 떠 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는 예상되지 않는다. PC-Based Control용의 

Hardware로 가장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SBC(Single Board Computer)이다.   

기존의 PLC처럼 Rack-mount 용으로 만들어

지고 적은 Space와 저렴한 가격대를 가진 

SBC는 시중에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 

하나는 PLC Rack에 PC Module을 사용하는 

경우로 AB, Siemens 등 여러 업체에서 사용

되고 있다. 또한 P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Hard Disk는 Flash Memory를 사용하면 해결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은 

OS의 안정성에 대해서이다. Single-tasking 

OS인 DOS보다 Multi-tasking OS인  

Windows 98, 2000, NT등에 이르러서는 OS

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이중에서  

Windows NT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되

지만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소위 “Hard Real-

Time”이다. 이는 PC에서 수행되는 

Sequence Logic이 User Application의 수 및 

Network Traffic 량 등에 관계없이 PLC에서

와 같이 일정한 Performance를 보장해주는 

“Deterministic”  기능과 NT가 Down되어도 

Sequence Logic을 계속 수행케 해주는 

“Blue Screen Handling” 기능 등이다.   현재 

VenturCom의 RTX, Radisys의 InTime, 

Nematron의 Hyperkernel 등이 Hard Real-

Time 솔루션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Intellution, Microsoft, Siemens, Rockwell,  

Schneider 등 80여개 업체 이상이 채택한 

VenturCom의 RTX가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

은 Windows CE의 도입이다. Windows 

NT(또는 Windows 2000)의 컴팩트한 

Version으로 볼 수 있는 Windows CE는 빠

른 시일내에 Plant Floor를 점령할 OS로 주

목받고 있으며 Hard Disk 대신 Flash 

Memory에도 설치될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한 

OS로 50 micro-second 정도의 Real-Time

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PC의 Power 

Failure에 의한 Data 손실과 관련해서는 

Battery Backed-up RAM Board등을 사용하

기도 한다. 

 

RedRedRedRedundancy undancy undancy undancy 문제문제문제문제    

 

현재 PC 상에서 Redundancy를 구현하는 다

음과 같다 

 

- 한 CPU Board내에 둘 또는 다수의 CPU  

Chip을 사용하는 SMP(Symmetric Multi  

Processing) 기능 

- Dual CPU Board 를 사용하는 방법 

- NT Cluster 를 사용한 이중화 등이다. 

 

아직 PC-Based Control 업체에서 OS, 

Network System, I/O Interface 문제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완벽한 이중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 않아 해결될 것

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만 

해결되면 PC-Based Control은 급속히 현장

을 파고들 것이며, 결국에는 PLC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