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지난해 10월 TOSHIBA Review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한다.

1989년 에 CIE(C : Computer, I :
Instrumentation, E : Electric Control) 통합제
어 System으로 업계에서는 최초로 제품화한
CIEMACTM도 이제 12년이 경과하였으며 그간
많은 고객의 소리로부터 UP-Grade를 거듭시켜
왔다. 여기에 제어 System의 기본 Component인
HMI(Human Machine Interface),
Controller, 제어 LAN 등, 이들에 적용한 Open
화와 정보화 기술의 해설과 함께 TOSH-
IBA의 제어 System 진화 상황을 기술하고 이 기
본 Component를 응용하여 구성한 상하수도 분
야, 철강 System 분야, 일반 산업 분야의 제어
System에 있어서도 각 분야에서의 진화 상황을
해설하고자 한다.

본 론

(1) IT가 제어 System을 변화
산업계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의 억제

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nternet, Intranet, 휴
대정보단말(PDA) 등 Web에 대표되는 IT(정보기

술)가 제어 System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 제어
System의 기술 추세는 Realtime성, 신뢰성, 완벽
성이라고 하는 종래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완전
성, 환경성(환경에 우수한)이라든가, 정보계
System과 밀접하게 연계한 효율적 생산 System
에 주목하고 있다.

당사는 종래의 제어 System에 IT를 도입하여
고객의 요구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신기술의 흐름을 설명하고
자 한다.

(2) 제어 System의 기술 Trend
당사의 제어 System의 기술 Trend를 그림 1에

표시하였다.
80년대는 Digital화의 흐름 가운데서 ,

Microproc-
essor를 탑재하여 제품의 고기능화, 고신뢰성화를
추진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HMI, Controller,
Network 각각의 부분에서 독립된 Hardware, 독
립된 Software에 의한 제품을 수많이 생산해왔다.

89년에 Computer제어, 계장제어, 전기제어를
통합한 CIE 통합System을 발표하였다. 이 시점
에서는 HMI나 제어LAN의 부분에서 일부 Open
화, 표준화의 Concept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HMI의 Hardware는 DOS/V기를 Base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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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Computer를 일부 유용하여, 종래의 부가
기능{복수 CRT(화면표시장치)} 관리나 4배 화면
표시, 8 LOOP 동시 조작용 Keyboard 등)을 추가
했다. HMI의 Software는 UNIX에 제어용도로 필
요한 Realtime성을 강화한 Realtime UNIX를 채
용하여, Application Software의 유용률을 높였
다.

또, 제어 LAN에는 당시 표준화 Network의 제
1 후보인 MAP(Manufacturing Application
Protocol)을 근간으로 한 Mini MAP을 채용하여,
Open System으로써 호평을 얻었다. 95년 이후는
보다 Open된 System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Open Rightsizing의 Concept으로 CIEMACTM -
DS를 개발했다.

HMI Hardware에는 산업용 퍼스컴(PC), HMI
의 기본 Software(OS)에는 Windows NT, 제어
LAN에 Ethernet이라고 하는 DFS(Defactor
Standard : 사실상의 표준)을 대거 채용했다. 그
러나 제어 System으로서의 완벽성을 위하여 제어
LAN은 이중화와 자기진단, 타 Station의 건전성
진단 등을 표준 기능으로 탑재하여, 단순히 표준품
을 사용한 System과 차별화 하였다.

한편, 소규모 System을 중심으로 HMI
Software로 범용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Controller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채용

하는 System이 진출하고 있다. 당사도 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CIEMACTM - 1200와 SCADA형
CIEMACTM - DS의 Line-up을 갖추고 있다.(그림
2)

현재는 Internet, 무선기술을 응용하여“언제라
도, 어디라도, 간단히"의 Concept을 IT로 실현하
는 Remote와 Mobile 환경에서의 감시제어
System으로 움직이고 있다.

(3) System Component의 진화
제어 System을 구축하는 Component로써 산업

용 PC, Controller, 계장 Sensor가 있다.  
산업용 PC는 CPU의 고성능화를 따라가면서 장

기공급이라고 하는 상반된 Needs에 대응하여 성장
하고 있다. 제품형태의 다양화와 저가격화에도 대
응하여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99년에 상품화한
통합 Controller는 제어, Scale, Engineering의

“통합"과“Open"을 구비하여 Computer Module
에 의한 현장의 IT화가 잘 평가되어 2001년도의
SICE(계측자동제어학회)의 신제품 개발상을 수상
했다. 또한, 적용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강화
를 추진중이다.

계장 Sensor로는 마이크로파 농도계에서는
LQ400을, 전자유량계는 고기능, 고신뢰성을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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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어 System의 기술 Trend
<제어 System을 구성하는 Component의
기술 Trend를 Open화의 관점에서 기재함> 그림 2. System Component의 변화

<전용기(OIS6000 + ADMAPTM + PCS6000)에서
범용기(산업용PC + Ethernet + 총합 Controller V Series)로

제품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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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LF400 Series로써, 표준형, Sanitory형, 방
폭형 등의 Line-up을 강화해 왔다. 금후에도 기술
혁신에 따라 한층 더 성능향상을 지향하여 새로운
용도의 신기종의 개발을 추진중이다.

(4) 당사 제어 System의 신전개
당사 제어 System의 신기술을 User Needs와

함께 소개한다.
① Open된 기기로 제어 System을 구축
종래의 System 일괄 납품에서 최적부분 납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System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HMI의 Software로는 CIEMACTM - DS의 풍부한
기능을 그대로 소규모의 PLC Syste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ackage Software화 하였다. Support
하는 PLC로써는 당사의 통합 Controller V
Series와 PROSECTM - T Series 만이 아니고, 타
사의 PLC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
화, 또는 DFS로 되어 있는 Field Network 기기
를 System 구축에 사용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대

표적인 Network로써 Foundation Field bus,
FL net, PROFiBus, DeviceNet 등이 있고, 통합
Controller에 접속 가능한 Field Network로 지원
하고 있다.(그림 3)

② 새로운 Operation Needs에 대응
Operation을 어떻게든 편리하게 감시 조작실 이

외의 장소에서 Operation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현장형 OIS(Operator Interface Station),
Mobile OIS, Remote OIS에서도 가능하다. 현장
형 OIS로는 산업용 Panel Computer에 OIS-DS
의 Software를 탑재하여 사용장소에 적합한 소재
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기기의 점검 등에서 OIS의 감시 화면을 보고
싶을 경우에 무선을 이용한 Mobile OIS를 제공하
고, Notebook PC나 PDA에서 감시조작이 가능하
도록 하고있다. Package Software Factory
ViewTM을 OPC Server에 탑재함으로써 Plant의
이상을 휴대전화나 PC의 Mail로 통지하거나 Web
Browser에 의한 감시 조작이 가능해진다.

야간, 무인, 원격지 등의 Plant 감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용형태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된
다. CIEMACTM- DS상에 구축 가능한 지적 운전지
원 System은, Operator로부터 Plant 운전에 관
한 질의에 대해 최적의 회답을 제공한다. 또,
Process의 과거 Trend 정보로부터 Operation을
Guidance하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③ 저가격으로 System을 도입
감시용 HMI로는 산업용 PC를 사용하고 있으나,

범용 PC도 사용할 수 있도록 HMI Software를
Package화 하였다. 또, Engineering 비용의 절감
을 위하여 Controller부의 Application Software
의 Debug와 HMI의 Graphic 작성, 확인을 PC 상
에서 가능한 Simulation Software의 CIEMACTM

- DS Simulator를 제품화 하였다. 실물없이
Application 개 발 이 이 루 어 지 기 때 문 에
Engineering 효율 향상이 이루어진다.(그림 4)

④ 제어 Data를 정보계 System에서도 활용
제어 System에 Process Data 교환 Software

Interface의 업계 표준인 OPC{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fo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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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어 System의 신전개
<Internet, Intranet에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Field Network에 대응하는 제어System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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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를 실장한 OPC-DS Server를 개발하였
다. 이로서 제어 System의 Data를 On-Line으로
정보계 System이 취득하거나, 제어 System으로
Data를 보내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⑤ 구 설비를 살려 새로운 설비를 도입
구 기 종 TOSDICTM의 Contro l ler인

DPCS(Dist-
ributed Process Control Station)의 Interface
를 CIEMACTM - DS용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Controller 이하는 그대로 CIEMACTM -
DS System에 접속하여, OIS-DS에 의해 종래와
같이 Operation 할 수 있다.

제어 System은 납품부터 폐기할 때까지 장기간
의 Maintenance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장
치의 사용환경에 따라, 장치의 수명에 큰 차가 생긴
다. 그래서 장치의 환경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장치
연명화를 위한 제안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5) 제어 System의 진화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CIEMACTM - DS를 Base

로 Open화, IT화, 저가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
편, HMI의 Software에서 분야에 특화한 System
을 구축한 사례가 2건 나와 있다. 하나는 공공감시
제어 System으로, 상하수도 제어에 특화한 HMI

를 개발한 것으로, Java 언어에 의한 개발에 따라
장기 보수에 있어서의 Machine과 OS의 세대교체
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한 건
은 범용 SCADA를 Base로 구축한 철강 Right-
sizing System으로, 철강제어에 필요한 대규모,
고속제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용 I/O(입출력)
Driver를 개발하고 있다. 또, 충돌방지 기능을 구비한
100Mbps Ethernet 제어 LAN인 TC-netTM100도
고속제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야마다 User의 소리에 답한 System
을 공통 Component를 잘 조합하여 각각의 분야에
서 제공하고 있다.

(6) 생산 통합 System을 지향
이상 제어 System의 기술 Trend, CIEMACTM -

DS에 인가된 신기술과 그 응용 System의 진화를
소개하였다. 이들 System에 공통의 Base로 되어
있는 기술은 산업용 Computer, 이중화 대응
Ethernet, 통합 Controller, Field Network라고
하는 Key Component와 그들의 배후에 있는 고신
뢰성 기술과 장기공급, 장기 Support 기술이다.

이들의 Base 기술에 더하여 최신의 IT와 무선기
술을 적용하고 거기에 쾌적한 조업 지원을 Support
해나감과 동시에 단순한 제어 System으로써가 아
니고, 정보계 System을 포함한 생산 통합 System
을 공급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결 론

국내 계측제어 시장은 이제 상당한 시련기에 접어
들고 있다. 고객이 외면하는 수준의 기술력으로는
이제 설 곳이 없으며 저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요
구하는 실정이다. 이제 기반기술인 LEVEL 1.2의
작업은 우리 산업에서 점차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에게 급속히 다가오는 IT 기술에 제어 System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정면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경기 침체 후 일부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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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IEMACTM - DS Simulator
제어 Program의 동작과 감시화면상의 조작 확인을

PC상에서 실시한다.



보이고 있다. 투자산업은 역시 회복이 늦어지고 있
지만 당사는 지금까지의 효성/TOSHIBA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Project의 입찰 초기부터 신기
술 제공 및 경쟁력 있는 가격제시로 더욱 새로운
Solution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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