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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국내 경제의 최대 과제였던 국제

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극복과 경제회생

노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2000년은 전 산업분

야의 성장기조 구축이 최대의 목표가 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에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 기업들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는 못했지만, 반도체 및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2000년 자동화산업의 전망 또한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산업관

련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

는 상황이라 자동화산업 통신망의 필수 요소

인 PROFIBUS를 국내에 보급 및 지원하기 위

한 협회 사업활동에 있어 2000년은 어느 때보

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자동화산업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행사로써 한국국제

공장자동화종합전시회(KOFA2000)가 2000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삼성동 COEX

전시장에서 대규모로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

다.

금번 전시회에는 약 240업체 550부스 규모에

약 5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회도 7개 회원사와 함께 참가 및

전시장 중앙구역에 모두 모인 가운데

PROFIBUS 기술을 응용한 여러 기술을 소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PROFIBUS를 알리는 좋은 시간이 되

었기에 본 지면을 빌어 전시회 전체 및 협회

와 회원사간의 공동참가 동정을 소개합니다.



 참가행사명참가행사명참가행사명참가행사명

- 한국국제공장자동화종합전(KOFA2000)

협회협회협회협회 참가일자참가일자참가일자참가일자

- 2000.03.14 – 2000.03.17

공동공동공동공동 참가참가참가참가 회원사회원사회원사회원사

- 씨멘스, 명성산전, AC&T, 터크, 서호전기,

  KPI, 삼손등 7개사

공동공동공동공동 참가참가참가참가 내용내용내용내용

- PROFIBUS 응용제품 및 기술소개

전체전체전체전체 참가내용참가내용참가내용참가내용 요약요약요약요약

- FA 시스템 및 제어계측기기전

- 로봇 및 유공압기기전

- 기계·금형 CAD/CAM전

- 물류 및 자동창고전 (WAREHOUSING)

- 공구 및 금속 가공 기기전

필드버스분야는 PROFIBUS 및 DeviceNet이

참가하여 2-3년내에 산업통신망의 중요 기능

을 담당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어 방문객들

의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 시켜 주었습니

다. 이외에도 필드버스와 유사한 CC-Link등

이 참가 하였습니다.

PLC의 경우, 프로세스공정·환경·수처리분

야에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정보통신·반도

체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매출이 증가될 것

으로 기대되기에 회원사인 씨멘스, LG산전외

에도 마쯔시다전공, STC테크노서울(미쯔비시),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한국 K&S 등이 참

가 하였습니다.

인버터 분야는, 공조기·엘리베이터·섬유 ·

제지·제철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기

록할 것으로 보이는 회원사인 씨멘스, LG산

전외에도 로크웰오토메이션, 테크닉스등이 참

가 하였습니다.

HMI S/W 분야는 여전히 국산제품의 시장점유

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회원사

인 씨멘스의 Win CC외에도 한국내쇼날인스트

루먼트, 한솔컴퓨터, 태일자동제어공업에서 분

사한 제일테크, 인텔루션코리아, 아이엔오기술

(한국원더웨어), 로크웰오토에이션 등의 제품

이 전시 되었습니다.

산업용 PC의 경우, 기존 산업용 PC의 기능과

저가격화를 실현하고 편의성과 공간활용이 뛰

어난 패널 PC가 전면에 부각되는 가운데 정

일산전, 어드밴텍코리아, 여의자동화시스템,

한국프로페이스, 효진콘텍, 로크웰오토메이션,

세솔 등이 신제품 홍보를 위해 참가하였습니

다.

FA센서는, 회원사인 터크코리아 외에도,

PEPPERL+FUCH KOREA, 오토닉스, 마쯔시다

전공, 한영전자, 건흥전기, 만희기전, 케이씨기

업 등의 신제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서보모터는 전력효율 좋고 소형경량인 AC서

보모터가 DC서보모터를 대체하는 경향 속에

서 회원사인 씨멘스, LG산전외에도 성신정공,

STC테크노서울(미쯔비시)등의 기술경쟁이 펼

쳐졌습니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유명기업

들이 참여해 최신 FA제품을 출품하였습니다.

    



회원사회원사회원사회원사 참가동정참가동정참가동정참가동정

1. 씨멘스씨멘스씨멘스씨멘스 - www.siemens.co.kr

금번 COEX 전체 참가사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씨멘스는 전시공간 또

한 방문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참관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과 동선을 활용한 구성과

함께 각 분야마다 담당자들이 직접 제품설명

에 임하는 성실함을 보여준 결과 많은 사람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각 부분마다 시연을 통한 제품설명을 가

능하게 하여 탁월한 전시 기획력까지 보여주

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Total Solution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씨멘스는 A&D Part가 중

심이 되어 전시회를 이끌어 갔고 기술력까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기술

의 중심분야를 소개하면 자동화를 위한 산업

용 통신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Totally Integrated Automation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다다르기 위하여 필요한

개방형 통신관련 모든 장비 및 기술을 통칭하

는 의미로 사용되고 여기에는 PROFIBUS 및

AS Interface를 이용한 필드통신과 Point-to-

그림 1. 참가 회원사 임직원

  (좌로부터 KPI 구대석 부장, 씨멘스 김이섭 부장, 명성산전 이성진 부장, AC&T 권태상

   대표, KPI 김동현 대표, 터크 이왕희 부장, 서호전기 김영탁 부장, 삼손 한만규 대표)



Point 통신, Network Data 통신등이 모두 포함

되어 Conector 및 Cable등의 기본요소부터 여

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제반

기술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실제데

이터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고속으로 전

2. AC&T - www.acnt-sys.co.kr

AC&T는 ETOS(에토스 - Ethernet TO Serial)라

고 명명한 자체 신개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ETOS의 특징을 정리하면

- Ethernet 한 포트에 최대 8개의 이기종 시리

 얼 기기 동시접속

- 저속 시리얼기기(RS232C, RS422,RS485)의

 혼합 독립통신 가능

- ETOS-PD를 이용한 다중 포트로의 프로토콜

송하기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

도록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

입니다.

변환 및 프로토콜 시퀀스

- OPEN Fieldbus 옵션 모듈 지원(PROFIBUS-

 DP, DeviceNet/CAN, LonWorks, SECS/HSMS/

 GEM

- 안정화된 Real Time O/S의 멀티테스크 방식

- ETOS-PD(변환 및 제어프로그램 Tool) 기능

- 범용 프로토콜(Modbus, AB-DH485,GLOFA

  Cnet등)의 라이브러리 제공

그림 2. 씨멘스 전시공간(정측면)



전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있는

ETOS를 중심으로 각 PLC(SIEMENS,GLOFA,

MELSEC)간의 통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또한 Windows 프로그래밍 Tool인 ETOS-PD

를 이용하여 쉽게 ETOS의 PROTOCOL을 직

접 디자인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구성 및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3. 명성산전명성산전명성산전명성산전 - www.mstool.co.kr

명성산전은 금속.공작기계를 비롯한 모든 산

업기계 및 자동화설비, ROBOT 장비에 이르기

까지의 다양한 ELECTRIC Control Box를 제조

하는 업체로서 86년 9월에 창립하여 고객 만

족의 극대화. 인간중심의 경영, 품질경영의 세

계화, 경제적인 기업, 지속적인 품질개선 이라

는 품질목표를 세우고 현재는 동업계에 최고

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자랑하는 건실한 중견

- ASCII 코드 프레임 편집기능

- HEX 코드 프레임 편집기능

- HEX, ASCII 혼합 프레임 편집기능

- 다양한 BCC(FCS) 지원

- 최대 128개의 프레임 작성

- 시리얼포트별 그룹화 작성기능 등이 있다

기업으로 성장 하였고 2000년 들어 협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첫 공동활동으로 참

여한 금번 전시회에는 CNC 와 HMI간의 생

산제어 네트웤으로 PROFIBUS를 이용한 “PC

Based PLC & NC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을 선보여 방문객들

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림 3. AC&T 전시내용



4. KPI - www.kpikorea.com

경남 창원에 위치한 KPI는 FUJI ELECTRIC,

MURRELEKTRONIK , mec A/S, th contact ag,

MURRPLASTIK등 5개사 제품의 국내공급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업체로써

“현장에 가장 적합하고도 실용적인 제품을 공

급함으로써 고객의 요구 즉 기기 및 설비 각

종라인의 제어 및 통제,계측,모니터링을 원활

하게 하는 것”을 영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제품 중에는 PROFIBUS를 응용한

제품들이 많은 관계로 금번 전시회에는 이중

에서 MURRELEKTRONIK사의 PROFIBUS 커

넥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참여하였습니다.

KPI가 공급하고 있는 각 제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FUJI ELECTRIC

조작반응스위치, 전자접속기/개폐기, 산업용/

범용 인버터, PLC/POD, 산업용 모터, 서보시

스템, 릴레이 모듈, 리미트스위치/근접스위치/

포토센서

- MURRELEKTRONIK

Plug-in systems for sensors and actuators, Sensor-

Actrator Distribution Boxes, Bus Compatible

Distribution System, Suppression devices,

Transformers, Power supplies and Converters

- mec A/S, th contact ag

PCB용 푸시버튼 스위치

- MURRPLASTIK

ACS LABELLING SYSTEM, CABLE DRAG

CHAIN, CABLE ENTRY SYSTEM AND CABLE

HOLDING SYSTEM등

그림 4. 명성산전 전시내용



5. 서호전기서호전기서호전기서호전기 - www.seoho.com

경기 안양에 위치한 서호전기는 18년간 Drive

system과 DC thyristor converter drive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써 최근에는

DC-42 Digital DC Drive를 개발하였고 자체개

발한 조선소 대형 크레인 운영시스템을 미국

및 국내에 보급하는 등 공정제어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번 전시회에는 PROFIBUS를 기반으로 한

DV42-D 디지털 DC 드라이브를 전시하였는데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DC 드라이브 제어방식

16bit Intel 80196KC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

- 정밀한 속도제어

Encoder Feedback 정밀도 :   0.01%

최대 Encoder 응답주파수 : 100Khz

- 간단한 키패드 운용

LCD형태로 162자 2줄의 문자표시, 운전상태

표시, 사용자의 파라미터 입력기능

- PROFIBUS-DP 통신기능

PROFIBUS-DP Slave Protocol 탑재(SPC3

Siemens ASIC 사용), 전송속도 9.6K – 12M

Baud, RS485 bus connector

- 완벽한 보호회로 기능

과부하, 순시 과전류, 과열, 과전압, 저전압에

서의 보호기능/ 계자 전류손실, 속도감지 불량,

과속도에서의 보호기능/ 전원의 결상 및 역상,

모터의 개방감지 보호기능/ 휴즈 용단감지,

Stall 보호기능/ 영 속도 감지기능

- 편리한 모니터링 및 다양한 제어 모드기능

그림 5. KPI 전시내용



6. 터크터크터크터크 코리아코리아코리아코리아 - www.sensor.co.kr

독일 Hans Turck GmbH & Co.KG 사는 5,800종

의 다양한 Sensor류와 1,300 여종의 프로세서,

엠플리파이어, 커플러, 필드버스시스템등 공장

자동화의 기초가 되는 제품을 세계 15개국에

서 생산하여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판매하

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써 금번 회원사 공동

참여품목으로 버스시스템을 전시 하였습니다.

Profibus-DP를 위한 busstop® 제품들은 고속의

스피드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최상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Network 속도가

초당 12 Mbits의 초고속 시스템으로 (동종제

품중 최고) 응답속도는 1000 point I/O 통신에

1 ms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PROFIBUS 아래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세계표

준이다.

  

현재 1,000,000 devices가 넘게 사용하고 있고

이미 유럽에서는 첨단 디바이스레벨 네트워크

로 신뢰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유저그룹을

중심으로 1.100개종 이상의  PROFIBUS 제품

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단한 방수구조의 I/O Stations

열악한 산업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어졌기에 기계적 힘과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산업표준에 따르는 금속 스레드를 가

진 상급 컨넥터를 장착함. 보호등급이 IP67이

라 외부의 보호장치 없이도 장착가능

그림 6. 서호전기 전시내용



7. 삼손삼손삼손삼손 - www.samson.de

금번 전시회에 삼손은 PROFIBUS 포지셔너를

부착한 밸브를 포함하여 전체 전시회 품목 중

유일하게 컨트롤 밸브를 전시 및 PROFIBUS

응용제품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림 7. 터크코리아 전시내용

그림 8. 삼손 전시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