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 및 원격 I/O 시장에서 독
립 컴포넌트 제조업체의 향후 
전망 
 

"Global Markets and User Needs For 

Industrial Distributed/Remote I/O"에 따르면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는 DCS 및 PLC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 컴포넌트 제조업체 또한 훨씬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러 제조업체와 기타 제 조 업 체 로 구분된 

판매량 

 

산업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DCS,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 각각에서 사용하

기 위한 분산,원격 I/O 제품에 대한 세계 시

장을 개별 조사한 결과 조사결과내용 1에는 

1998년 기준으로 컨트롤러 판매 업체와 시스

템에 대한 구성 요소로만 제품을 판매하는 기

타 업체간의 세계 판매량을 어플리케이션별로 

A )  분산 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B )  P L C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998 총액: 8억 4350만 달러 1998 총액: 8억 4150만 달러 

  

C )  P C  기반 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998 총액: 2억 130만 달러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 및 기타 제조업체별 분산,원격 I/O의 세계적 판매 점유율 

조사 결과 1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1998년 DCS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컨트롤러 

제조업체가 판매량의 95% 를 차지하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1%의 점유율을 넘

는 컴포넌트 제조업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LC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DCS 시장

의 분포도보다는 컨트롤러 제조업체에 덜 편

중되어 있으며 PC 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의 경우에는 편중도가 더욱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세계 시장 점

유율은 1998년 기준 하여 18개 업체가 1% 

또는 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5개 업체가 독립 컴포넌트 제조업체였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 하더라도 

1.9%에 그쳤다. 

 

PC 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가 

PC 제조업체에 대한 시장 편중이 가장 적었

고, 1998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산,원격 

I/O 제품을 공급하는 24개 업체가 1%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 중 11개 업체가 

컴포넌트 제조업체였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클 경우는 5%정도였다. 

 

사용자별 구매 패턴의 예상 동향 

 

본 시장 조사의 일부로 분산,원격 I/O 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활동하는 OEM, 시스템 통합자, 계약 엔지니

어 및 최종 사용자에게 130 항목에 달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에 이러한 제품의 구매 업체 및 

향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를 요약하

였다. DCS 및 PLC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

우 조사 결과 1, 2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대부분의 분산 I/O를 컨트롤러 제조업체

로부터 구매하였으며 대부분 컨트롤러와 동시

에 구매하였다. 

 

조사 결과 2에서 PC 기반 제어 시스템에 대

한 데이터는 나머지와 많은 차이를 보여 사용

자가 대부분 PC 제조업체 이외 업체의 제품

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

사 결과 1에서는 PC 컨트롤러 제조업체 제품

이 대부분의 판매를 차지하였다. 이 두 데이

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어플리케

이션에서 구매한 대부분의 I/O는 어플리케이

션에서 필요한 산업용 PC를 공급하는 

Siemens 및 Rockwell Automation, Allen-

애플리케이션 1 9 9 8  구매업체 2 0 0 3 년 예상되는 구매업체 

 컨트롤러 공급 업체 기타 업체 컨트롤러 공급 업체 기타 업체 

DCS 89% 11% 85% 15% 

PLC 시스템 86% 14% 83% 17% 

PC 기반 컨트롤 시스템 44% 56% 39% 61% 

분산,원격 I/O 제품에 대한 사용자 구매 패턴의 예상 동향 

조사 결과 2 



Bradley와 같은 제조업체의 I/O이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업체들의 분산,원격 

I/O만을 구매하였으며 산업용 PC는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용자들은 보다 저렴한 

Compaq, Dell 및 Gateway의 PC를 구매하였

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독립 컴포넌트 

제조업체의 분산,원격 I/O도 구매하였으며 그 

결과 3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PC 사용이 많아지고 

특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혹독한 어플리케이션으로 PC의 

사용 범위가 넓혀짐에 따라 이러한 동향이 일

반적 구매 패턴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

다. 그 증거로 VDC가 별도로 수행한 "The 

Worldwide Market For Ruggedized/ 

Industrial Personal Computers and 

Workstation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업용 컴퓨터 사용 점유율

은 감소하고 산업용 컴퓨터 사용 점유율이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동향은 분산,

원격 I/O을 공급하는 독립 컴포넌트 제조업체

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전망을 다소 어둡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독립 제조업체의 전망은 아

직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조사 결과 2에 따

르면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

한 사용자 모두는 향후 컨트롤러 공급업체 제

품의 구매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VDC의 판단으로는 “개방” 버스/

네트워크 및 아키텍처에 대한 동향은 분산,원

격 I/O 제품을 공급하는 독립 제조업체에 유

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

나, 독립 제조업체가 PC based 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분산,원격 I/O 시장

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저지력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컴포넌트가 “개방” 시스템이고 제어 시

스템과의 상호 작동성이 우수하더라도 사용자

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패키지 제품”을 선호

할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대형 제어 시스

템 제조업체가 독립 컴포넌트 제조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형 제어 시

스템 제조업체는 시장에서 성장한 컴포넌트 

제공업체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