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  원격 I/O 네트워크 시장
전망 
 

VDC(Venture Development Corporation)의 

"Global Markets and User Needs For 

Industrial Distributed/Remote I/O" 라는 제

목의 새로운 시장 조사보고 내용을 보면 산업

용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s), PC 기

반 제어 시스템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시스템을 컨트롤러에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제어 네트워크의 형태의 분산,원격 

I/O 제품의 판매에 대 변혁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본 내용은 VDC 보고서를 

기준 하여 설명한다.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센

서, 액츄에이터 등)를 디지털 버스 또는 네트

워크를 통해 컨트롤러에 상호 연결함으로써 

작업장 제어 시스템의 배선 양을 효과적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이때 분산 또는 원격 

I/O 제품은 이 같은 효과를 위한 핵심적 요소

로 작용한다. 이들은 신호 다중화와 함께 매

우 다양한 장치에 대한 전기 인터페이스 및 

신호 조절기능을 폭 넓게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사 과정에서 분산 I/O 제품과 컨트롤러

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버스 및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는 AB Remote I/O, AS-I, ControlNet, 

DeviceNet, Ethernet(10 및 100 Mbps), 

Firewire, Foundation Fieldbus, Genius Lan, 

Hart, Honeywell DE, Interbus-S, LonWorks, 

Modbus, Profibus(DP, FMS, PA), Seriplex, 

표준 직렬 인터페이스(RS 232, 422, 485)  및 

이외 개방성과 고유특성을 가진 네트워크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겠지만 

이들 중 소수의 버스 및 네트워크에 시장 점

유율이 더욱 집중되면서 이와 함께 새롭게 시

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

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별 버스 및 네트워크 

 

VDC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DCS, PC-

based 제어 및 PLC 시스템이 합쳐진) 1998

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판매된 분산, 원격 

I/O의 가장 큰 부분을 PROFIBUS-DP가 차지

하고 있음을 조사결과 발견하였고 2003년까

지도 시장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Profibus -DP는 PC-based 제어시스템 및 

PLC 시스템 제품군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Profibus -DP(Decentralized Peripheral)는 

1987년 자동화 기기 제조업체, 사용자, 연구

기관 및 독일 정부의 공동 발안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Siemens는 Profibus-DP 개발

에 주요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Profibus -

DP는 유럽 표준 및 세계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Profibus -DP는 세가지로 구성된 Profibus 계

열 중의 하나로써 Profibus-FMS(Field 

Message System)는 주로 컨트롤러, 컴퓨터 

및 기타 상위 노드 간에 사용되는 상위 버스

이고 Profibus-PA(Process Automation)는 

DP와 매우 동일한 프로토콜을 갖는 본질안전 

버스로써 본질안전에 사용될 수 있게 저 전압 

및 전류적 필요 안전기준이 적용되었다. 

 

VDC 보고서에서는 Profibus의 뒤를 이어 



AB Remote I/O 버스를 사용한 분산,원격 I/O 

장치가 1998년 기준하여 세계 전체 판매량에

서 2위를 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고유 

버스는 Rockwell Automation Allen-Bradley 

PLC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 버스

에 인터페이스하는 제품의 판매율은 크게 감

소하고 주로 DeviceNet 및 ControlNet 인터

페이스 제품으로 대체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Ethernet(10 Mbps)을 사용한 분산/원격 I/O 

제품은 1998년 기준 세계 전체 판매량에서 3

위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경에는 Profibus -

DP와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또한 Ethernet 인터페이스 제품

들이 2003년경에는 DCS 어플리케이션 시장

에서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상위 공장 네트워킹에

서 기반을 굳힌 Ethernet은 특히 DCS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분산 I/O 수준까지 이미 상

당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핵심적인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신뢰성을 보장 받

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것에 

영향 받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으며 

더 적은 노드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현하

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DeviceNet 인터페이스를 갖는 분산,원격 I/O 

제품은 1998년 세계 전체 판매량에서 4위를 

차지하였고 2003년경에는 판매량 점유율에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eviceNet은 CAN(Controlled Area 

Network) 버스를 변형시킨 것으로 Allen-

Bradley가 개발하였다. DeviceNet은 1994년 

소개된 이후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

후 Allen-Bradley는 1995년에 고속, 고성능 

제어 네트워크인 ControlNet를 새롭게 소개

하였다. 이에 따라 ControlNet 인터페이스를 

갖는 분산,원격 I/O의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고 2003년경에는 전체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Allen-Bradley는 DeviceNet 및 ControlNet

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각각 Open 

DeviceNet Vendor Association(ODVA) 및 

ControlNet International Ltd라는 상표로써 

범용화 되었다.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이전의 고유한 AB Remote 

I/O 버스 대신 Rockwell Automation Allen-

Bradley PLC를 통해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었다. 

 

현재 Foundation Fieldbus 에 대한 충분한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페

이스하는 분산,원격 I/O는 2003년경 세계 전

체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해당되는 DCS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2위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Foundation Fieldbus의 개발은 장기간에 걸

쳐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ISA가 1980

년대 중반 SP50 Fieldbus 위원회를 조직하면

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제품 공급업체 간의 

이해 관계가 집결되지 못하여 1992년  

Fisher-Rosemount, Yokogawa 및 Siemens

가 주로 참여한 Interoperable Systems 

Project(ISP)와 Honeywell 및 Allen-

Bradley가 주로 참여한 WorldFIP로 양분되

었다. 양 그룹은 1993년 재결합하여 

Foundation Fieldbus를 조직하였다. 

 



점유율로 본 시장 동향 

 

세계 전체 분산,원격 I/O 판매량의 주요 예측 

동향을 여기에 인터페이스하는 버스 및 네트

워크의 종류에 따라 조사결과 그림 2에 나타

낸 도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98년 

19억 달러의 판매량 중 21.5%가 Siemens 가 

공급하는 Profibus 및 AS-I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갖는 제품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3년에는 판매량 점유율은 3% 증가한 28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8년 AB Remote I/O, DeviceNet 및 

ControlNet에 속하는 분산 I/O 제품의 세계

시장판매량은 총 20.4%의 시장 점유율을 차

지하고있다. 이는 물론 Rockwell Automation 

Allen-Bradley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네트워

크이다. 2003년에는 총 판매량 점유율이 

21.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8년 Ethernet(10 Mbps) 및 Fast 

Ethernet(100 Mbps)에 속하는 분산 I/O 제품

의 세계적 판매량은 전체의 8.4%를 차지하였

으며, 2003년에는 판매 점유율이 2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Ethernet 인터

페이스를 갖는 제품으로 향후 분산,원격 I/O 

A )  분산 제어 시스템의 경우 C )  P L C  시스템의 경우 

1998 2003년 예상 1998 2003년 예상 

1.Honeywell DE  1.Ethernet(10 Mbps)  1.Profibus DP  1.Profibus DP  

2.Ethernet(10 Mbps)  2.Foundation Fieldbus  2.DeviceNet  2.DeviceNet  

3.AB Remote I/O  3.Profibus DP  3.AB Remote I/O  3.Ethernet(10 Mbps)  

4.Modbus  4.ControlNet  4.Genius Lan  4.ControlNet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45%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52%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59%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64%  

B )  P C  기반 제어 시스템의 경우 D )  3 가지 시스템 전체의 경우 

1998 2003년 예상 1998 2003년 예상 

1.Profibus DP  1.Profibus DP  1.Profibus DP  1.Profibus DP  

2.DeviceNet  2.Ethernet(10 Mbps)  2.AB Remote I/O  2.Ethernet(10 Mbps)  

3.Ethernet(10 Mbps)  3.DeviceNet  3.Ethernet(10 Mbps)  3.DeviceNet  

4.Genius Lan  
4.Genius Lan 또는 

Seriplex  
4.DeviceNet  

4.Foundation 

Fieldbus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47%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55%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43%  

상위 4위까지의 점유

율-55%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분산,원격 I/O 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어 네트워크 

조사 결과 1 



판매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조사에 응답한 공급 업체는 다음과 같다. 

 

- ABB Automation  

- Bristol Babcock  

- Elsag Bailey Process Automation  

- Fisher-Rosemount  

- GE Fanuc  

-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 Opto 22  

- Sixnet  

- Yamatake Industrial Systems  

- Yokogawa Electric  

 

A) 1998 총액: 19억 달러 

 

B) 2003 총: 28억 달러 

 

주요 지원 업체로 묶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종류별 분산,원격 I/O 제품의  

현재 및 예측 세계 판매 점유율 (달러, 퍼센트) 

조사 결과 2 



조사결과 그림 2에서 보면 Foundation 

Fieldbus(FF) 인터페이스를 갖는 분산,원격 

I/O 제품의 세계 전체 판매 점유율이 1998년 

2.4%에서 2003년 8.3%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분산,원

격 I/O 판매량에서 FF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

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사에 응답한 공급 

업체는 다음과 같다. 

 

- ABB Automation  

- Elsag Bailey Process Automation  

- Moore Products  

- Westinghouse Process Control  

- Yamatake Industrial Systems  

- Yokogawa Electric  

 

이 같은 조사결과 바탕으로 향후 5년에 걸쳐 

분산,원격 I/O에서 적용하기 위한 bus 들간의 

전쟁에서 주요 경쟁은 Siemens가 지원하는

Profibus, Rockwell Automation Allen-

Bradley가 지원하는 ControlNet, Ethernet 

네트워크, Foundation Fieldbus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는 1998년 기타 

개방된 고유 버스/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

는 분산,원격 I/O 제품이 판매량의 47% 이상

을 차지하였지만 2003년에는 약 24%로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사에 관하여 

 

VDC가 수행한 "Global Markets and User 

Needs For Industrial Distributed/Remote 

I/O Products" 시장 조사는 산업 어플리케이

션에서 DCS, PC 기반 제어 시스템 및 PLC 

시스템과 사용되는 분산,원격 I/O 제품에 대

해 개별적인 시장 크기, 분포도 및 예측치를 

제공한다. 판매량은 1998년의 평균 판매 가

격과 2003년까지의 예측치를 달러 단위로 제

공하고 있다. 

 

시장구분과 예측은 지역(유럽, 극동, 북미, 기

타 지역), 산업 및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설치

인지 기존 장치를 응용한 것인지, 제어 네트

워크, 장착 구성(장치-센서, 액츄에이터 등에, 

DIN 레일, 패널 장착, 기계에, 랙 장착 및 벽 

장착), 직접 인터페이스인지 어댑터를 사용하

는지  배선 변경 유무별로 전자 장치가 제거 

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시장

구분은 유통 경로별로 제공된다. 공급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요 지

역에 대해 제공된다. 공급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또한 (OEM/ 시스템 통합자 장비 제

어 및 공정 제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최종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각각에 대한)주요 어플

리케이션 부문별로 제공된다. 

전체 시장은 컨트롤러 공급 업체 및 독립 컴

포넌트 공급 업체의 분산,원격 I/O 판매로 구

분된다. 

공급 업체의 제품은 가격 및 제공되는 장착 

구성에 따라 비교했고 사용자 및 경쟁 업체별

로 공급 업체의 인식도를 나타내었다. 

주요 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하고, 분산,원격 I/O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

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① 하드웨어 

 

사용자가 선택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

기는 제품의 특징 및 기능, 매체(배선, 광섬유 

등), 선호하는 제어 네트워크, 분산 및 원격 

I/O 제품의 기능 및 인텔리전스 요건에 대한 



예측 동향, 긴급 교체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유지 관리 문제,  I/O 밀집 필요성,  I/O 채널 

사용의 예상 동향, 데이터 변환기 요건의 예

상 동향, NEMA 및 기타 차폐 등급에 대한 

외장 요건 필요성의 예상 동향, 위험 위치 규

정(본질적으로 안전 및 폭발 방지), 안전 및 

기타 규제 요건의 예측 동향, 사용자가 분산/

원격 I/O 제품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업용" 또는 "단종제품" 

인지등이 판단자료가 되었다. 

 

②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선택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

기는 소프트웨어 기능 및 특징,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도,향후 가장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능, 프로그래밍 언어 요건의 경

향, 구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 선택 절

차(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는가?) 

보고서에서는 공급 업체(컨트롤러 공급자 및 

독립 구성 요소 공급자)가 분산,원격 I/O 제품

에 대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

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품 

특징 및 사양, 소프트웨어 전략, 목표 시장 및 

유통 경로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