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DCS 및 PLC 시장에
서 PC 제어 시스템의 보급에 
대한 견해 
 

"Global Markets and User Needs For 

Industrial Distributed/Remote I/O" 시장 조

사서는 산업 자동화에서 PC 기반 제어 시스

템의 현재 사용 정도를 어플리케이션 시장별

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내용

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설명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DCS 및 PLC 시스템 대체에 

관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DCS,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과 사용

되는 분산,원격 I/O 제품에 대한 세계 시장 

동향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였다. 1998년 이 세 

분류의 제품에 대한 전체 시장의 크기는 총 

19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약 2억 100만 달

러 또는 11% 미만은 PC based 제어 시스템

과 함께 사용을 위한 제품이었다. 

 

조사를 실시한 분산,원격 I/O 제품에 대한 

2003년 전체 세계 시장 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하여 복합 연간 성장률(CAGR)이 약 8.3%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PC 

기반 제어 시스템과의 사용을 위한 분산,원격 

I/O 제품에 대한 2003년 세계 시장은 CAGR

이 거의 19% 증가하여 약 4억 7600만 달러 

또는 전체 시장의 17% 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시장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PC based 제어는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통신, 

데이터 수집 및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어플 

리케이션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과거

에는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

되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PC

 

DCS,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과의 사용을 위한 

분산, 원격 I/O 제품의 현재 및 예측 세계 판매량(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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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인 실시간 처리 및 기계 제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이것이 

바뀌고 있다. 

 

PC는 개방적이라는 것과 공장의 장비 오퍼레

이터 및 유지 관리 요원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C를 

공장 제어에 사용하려는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것은 PC가 가진 개방성으로 인해 여러 공

급 업체로부터 해당 구성요소를 언제든지 편

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로 구매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PC의 개방성으로 인해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는다. 

 

-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

할 수 있다. 

- 특별히 관리자를 위한 재교육 없이 다른 

공급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장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른 시스템에 

쉽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 

 

PC based 제어 시스템의 도입에는 PC 기반 

아키텍처에 소프트 PLC 및 소프트 DCS 솔루

션 및 개방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

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의 노력이 크게 작용

하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 다수는 

Windows NT 및 현재의 Windows CE 운영 

체제에 맞게 제작되었다. 

 

Windows NT를 기반으로 한 많은 제어 어플

리케이션이 존재하지만 실시간 결정성의 제한

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Windows CE의 사용으로 PC의 적용 범위가 

더욱 많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되어 

약 50㎲의 실시간 결정성 응답 시간까지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DCS 및 PLC 시스템

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며, PC based 제어 공급 업체의 진출에 위협

을 느낀 PLC 제조 업체는 유연성, 확장성, 연

결성 및 프로그래밍 편이성을 통해 제품을 강

A) 1998 : $1.9 Billion 

 

B) Expected in 2003 : $2.8 Billion 

DCS,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

별 분산,원격 I/O에 대한현재 및 예측 세계 

판매 점유율(달러 백분율) 

조사결과 2 



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PLC와 

PC의 명확한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프

로그래밍 언어용 IEC 61131-3과 같은 PLC

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DCS 공급 업체도 Windows NT 기반 솔루션

을 제공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PLC 및 DCS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다른 추세도 있다. 그 한 가지 이유

로, 산업 자동화 장비의 사용자는 매우 보수

적이고 새로운 제어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

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공장의 입

장에서 보면 현재 보유한 것과 유사한 장비를 

선택하여 재설비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산업 및 어플리케이션별 시장 보급 

 

일반적으로 PC based 제어 시스템은 최종 사

용자보다 OEM 및 시스템 통합자의 호응을 

얻었다. 1998년 OEM 및 시스템 통합자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분산,원격 I/O의 세계 판매

량을 조사한 결과 약 14% 가 PC based 제어 

시스템과의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었다. 이 결

과는 최종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판매

량인 약 8%와 비교 된다. 또한, OEM 및 시

스템 통합자 어플리케이션과 최종 사용자 어

플리케이션 모두 연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추정되는 판매 성장률은 OEM 및 

시스템 통합자 쪽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OEM/시스템 통합자 어플리케이션 중 PC 

based 제어 시스템과의 사용을 위한 분산,원

격 I/O의 어플리케이션별 세계 판매 점유율 

순위는 다음과 같다. 

1998, 2003년 예상 

1.섬유 제조 장비 1.섬유 제조 장비 

2.전자 제품 제조 장비 2.상/하수도 어플리케

이션용 공정 제어 시스템 

3.공정 제어 시스템 3.플라스틱 제조 장비. 식

음료 산업 

4.플라스틱 제조 장비. 4.재료 처리 장비. 

5.공정 제어 시스템 5.전자 제품 제조 장비. 

상하수도 어플리케이션.  

 

1998년 점유율 범위는 16% 에서 29%였으며 

2003년에는 23% 에서 41%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율이 가장 낮은 OEM/시스템 

통합자 시장 중 하나는 로봇 장비 시장인 것

으로 밝혀졌다. 1998년 이 어플리케이션의 

PC based 제어 시스템을 위한 분산,원격 I/O

는 전체의 6%에 불과했으며 2003년 점유율

도 11%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최종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PC based 제

어 시스템과의 사용을 위한 분산,제어 I/O의 

분야별 1998년 판매 점유율에서 자동차 산업

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도 최고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측된

다. 전력 산업의 사용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앞장

서서 채택한 반면 전력 산업은 보수적이고 조

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급 

율의 극단적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