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FA2001 협회 및  회원사 공
동 참가 소개 

 
아시아 지역 FA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공장자동화(FA) 전시회

인 『 KOFA 2001 (한국국제공장자동화종합

전)』이 2001 년 5 월 22 일부터 25 일까지 4

일간 코엑스(COEX)에서 개최 되었다. 협회 

는 금번 전시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8 개회

원사와 함께 공동 참가하여 PROFIBUS 의 우

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에 전체 행사내용과 협회 전시내용을 소개

한다. 

 

성장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FA 산업의 규모는 

2000 년 약 1 조 5,000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

고 올해 들어 전자, 자동차, 통신분야를 중심

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FA 산업

관련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볼 때, 2001 년은 FA 산업에 있어 어

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형업체 참가 

 

이러한 성장기조를 반영하듯, 이번 전시회는 

규모면에서 IMF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

되어 총 면적 18,144sqm, 850 부스(1 부스

=9sqm)에 280 개 업체가 참여하여 아시아 

최대규모가 되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씨멘

스, 미쯔비시, 로크웰 등 외국계 대형업체들

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업체로

서 협회 회원사인 삼성전자가 4 년만에 참가

함으로써, 국내 FA 업계와 해외 FA 업계간 균

형을 이루어 국내 FA 업계의 위상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세계 로봇자동화 학술대회 동시 개최 

 

전 세계에서 1,000 여명 참가한 이번 전시회

의 특징은 ICRA 2001( 세계로봇자동화학술대

회, IEEE Int' l Conference on Robotics & 

Automation 2001)이 2001 년 5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6 일간 KOFA 전시회와 동시 개최

되었다는 점이다. 동 학술대회는 Robotics 와 

자동화기술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개념을 발전, 

증진시키기 위한 21 세기 최초의 국제컨퍼런

스로서 의미가 컸기에 ICRA 2001 은 

"Frontiers of Robotics & Automation in the 

new Millennium"을 주제로, 세계 각국 석학, 

기술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 1 천여명이 코

엑스에 모여 Robotics 와 자동화기술의 미래

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rontiers of the Robotics and Automation 

in the New Millennium"라는 ICRA 2001 의 

주제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학계와 산업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새롭게 도출된 문

제점들을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의 Robotics 와 자동화기술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나왔던 주요 전시품과 참가업

체는 다음과 같다. 

 

불황을 모르는 FA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

오르고 있는 머신비전시스템은, 비전보드에서 

 



시스템까지 다양한 주변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ITS·IBS·의료분야까지 시장이 확대되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아뎁트테크놀로지인터내쇼

날, 마쯔시다전공, 테크닉스, 코그넥스코리아, 

한국영상기술, 유라비전 등이 참여했다. 

 

PLC 의 경우, 프로세스공정·환경·수처리분야

에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정보통신·반도체시

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그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씨멘스, 마쯔시

다전공, 한능테크노(미쯔비시), 로크웰오토메

이션코리아, 한국 K&S, 네오시스테크놀로지, 

한국디지털콘트롤 등이 참가하였다. 

 

산업용로봇 분야는, 삼성전자, 아뎁트테크놀

로지인터내쇼날을 비롯하여 다사테크, 유진로

보틱스, 파텍코퍼레이션, 뉴탑테크, 디엠테크

놀로지, 성원교역, 테크마스 등이 다양한 아

이템을 선보였다 

 

HMI S/W 분야는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씨멘스, 한국

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솔컴퓨터, 로크웰오토

에이션, 한국싸이토피아, 인텔루션코리아, 한

국원더웨어 등의 제품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용 PC 의 경우, 기존 산업용 PC 의 기능과 

저가격화를 실현하고 편의성과 공간활용이 뛰

어난 패널 PC 가 전면에 부각되는 가운데 정

일인터컴, 여의시스템, 한국프로페이스, 효진

콘텍, 진영콘텍, 씨멘스, 로크웰오토메이션, 

세솔 등이 신제품 홍보를 위해 참여하였다. 

 

그 외 인버터 분야는, 공조기·엘리베이터·섬유

·제지·제철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기

록할 것으로 보인다. 로크웰오토메이션, 테크

닉스. 씨멘스, 영일전업 등이 참가하였다.  

FA 센서는, PEPPERL+FUCH KOREA, 오토

닉스, 마쯔시다전공, 한영전자, 건흥전기, 만

희기전, 터크코리아, 케이씨기업, 대곤인터내

셔날, 우성일렉트레이드, 한국제프란 등이 신

제품을 출시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서보모터는 전력효율 좋고 소형경량인 AC 서

보모터가 DC 서보모터를 대체하는 경향 속에

서 에스피지, 삼양감속기, 일오삼코리아, 씨멘

스, 한능테크노(미쯔비시), 맥스모터코리아, 

져스텍 등의 기술경쟁이 펼쳐졌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대만, 스위스 등이 참여해 최신 FA 제

품을 출품하며 예상되어 국내·외 FA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뿐 아니라 세계 FA 산업의 현주

소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1 세기,  디지털 신호체제 시대 필드버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전시회 경향과 발맞추어 

필드버스 분야도 더 한층 발 빠른 대응을 취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세대 산업용 네트워크시스템으로써 99 년 

말 IEC 필드버스 표준이 제정된 후 국내시장

에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프로피버스

는 금번 전시회에서 디바이스넷과 미쓰비시가 

주도하고 있는 CC 링크 등과 함께 필드버스 

가 갖고 있는 제어기능, 안정성, 경제성의 우

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고 향후 FA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주목 받았다. 

 



  

 

AC&T system 은 98 년  9 월 LG 산전연구소에서  십  여년간 PLC 통신시스템을 개발해온 네

트워크팀  전원이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로써  현재  Intelligent Gateway 장비로 이기종 네트

워크 상호시스템 및 혼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변환시켜주는 강력한 통합

네트워크 솔루션인 ETOS 시리즈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금번 전시회에서  AC&T 는  이  같은 ETOS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PROFIBUS-Fieldbus 표준

네트웍, 반도체장비 표준네트워크 시스템  SECS, 그리고 SCADA SYSTEM CELL Controller 

최적의 시스템이라는 3 가지 주제를 갖고 각각의 솔루션을 전시하였다. 

ETOS 는  현재  5 가지  모델이 출시되어 있고  각각의  모델마다  적용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기에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www.acnt-sys.co.kr         032)398-7781 

금번 협회의 프로피버스 전시에는 다음의 협회 회원 8 개사가 공동 참가하여 프로피버스 

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인시켜주었다. 

- 참가회원사  

AC&T, 제파텍, 아이램소프트, LG 산전, 정일인터컴, 만희기전, 터크, 우남시스콘 



 

 

제파텍은 산업용 네트워크 전문회사인 일본의 Toyo Microsystems Corporation(TMC)사와의

기술협약을 통하여  산업용  네트워크인  ARCNET(Attached Resource Computer Network) 관

련제품  및  EC-NET 제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체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Fieldbus)를 자체에 내장된 웹서버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 혹은 인트

라넷의 일부로 만들어주는 WebGateway장비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금번 전시회에는 이러한 제품들중  PROFIBUS Web Gateway 인 WGP-200 제품을 전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  Web Gateway 는 웹서버 , 데이터 서버를  내장하고  다양한  필드버스

네트웍을  웹과 연동시켜  주는 장비로서, 설정과  사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고 구동중인  라

인의 정지 없이 쉽게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 . Embedded Linux 를 기반으로  저비용, 고효율

실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Custom Solution 을 제공하고 있기에 FA, Process Automation, 

General Purpose Automation 분야등에 적용된다.  

 

ARCNET : 1997 년 미국 데이터포인트사가  제창한 개량형 Token Passing 방식의 Network 

프로토콜로서 1981 년 컨트롤러 LSI가 개발되었고 1991 년에는 산업용 LSI가 개발되었다. 

 

www.zefa.co.kr      02)862-9300 



 

 
 

경기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램소프트는  Fieldbus Solution Provider 라는  슬로건을  내걸

고 금번 전시회에 참여하여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Fieldbus 분야의  응용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영업목표로  하여  국내  필드버스분야의  개척

자임을 자신하고 있는 아이램소프트는 국내 최초로 관련제품의 수출을 통해 국제규격인증

(UL,CE,FCC)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Field Network Solution 을 제공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는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Fieldbus Master(Partner Product - Hilscher) 

- Pa Master Card/ Communication Interface Module/ Protocol Converter/ Coprocessor  

Fieldbus I/O 주문개발 

 

- 다양한 모듈(Discrete, Analog 등) 

- PROFIBUS Machine I/O 40 종 ODM 외 타 필드버스 머쉰 I/O 

- Servo, Inverter Adapter 상품 ODM 

- 반도체 장비 주문개발 ODM 

 

www.iramsoft.co.kr     031)206-8078 



 

 

산업기기에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 하기위한 다양한 제품 및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LG 산전은 금번 전시회에서 PROFIBUS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전시하였다. 시스템은 간단했지만 PROFIBUS 통신의 강력함을 선보

이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LG 산전은 Master 와 slave 간의 프로피버스 지원모듈을 선보이는

데 주력했다.                                      www.lgis.co.kr          02)3777-4653 



 

 

창업부터 지금까지 PC-Based 시스템 ITME 의 Line up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독

자적인 브랜드로 시장진입에 성공하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진출에 나서고 있는

정일인터컴은 금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앞두고 필드버스를 기반으로 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 받았다.  

2005 년 PLC 시장을 현재의 40%로 시장이 축소된다, 향후의 PLC 는 초소형화, 고기능화  

된다./ 기존시장이 Close 화 된 하드웨어 기반이면 향후는 PC 기반, 필드버스기반의 개방형  

네트워크화 이다/ Information 계층은 PC 기반의 가속화, Embedded Control화 된다/ CBA 

(Component Based Automation)가 출현하며 인텔리전트 모듈화 된다/ Device Layer는 표 

준 Protocol 에 의한 Fieldbus Network 화 된다/ 센서는 필드버스의 출현으로 인텔리전트 

스마트센서가 출현한다는 이와 같은 향후 산업자동화 경향을 내다보고 한단계 더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정일인터컴의 생산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프로피버스를 포함한 필드버스 리모트 I/O 를 중심으로 LCD 모니터, 산업용 판넬 PC 와

컴퓨터 케이스, 인터넷 서버플랫폼, 터치스크린 등 산업통신 전반에서 필요한 S/W 와

H/W를 공급하고 있다. 

 

www.jeongil.co.kr       031)423-6172      



 

 

빠르게 변화하는 21C 를 대비하여 국내 공장 자동화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

는 도전으로 새로운 Technology 를 추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고객의 만족에 부응하는

우수한 제품만을 고집하여온 (주)만희기전은 금번 전시회에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

받는 Wago 제품들을 전시하였다. WAGO 는 원하는 시스템으로 호환가능한 Filedbus 

System 으로써 특히 스프링 결선의 혁신으로 불리는 Cage Clamp 은 100point 작업 시

4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며 비용과 작업시간을 절감하는 놀라운 효과를 얻고 있어 작업

효율 성과 생산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적인 필드버스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 기능적인 모듈화가 이루어져 버스터미날 블록당

1,2,4 채널의 기능을 갖고 있고, 필드버스 노드의 독립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프로피버스외

모든 오픈 필드버스 시스템을 지원하는 필드버스 커플러와 하나의 필드버스 노드에 다른

전위차나 신호를 갖는 디지털 및 아나로그 입출력의 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필드버스에

의한 경고신호, 퓨즈가 내장 또는 내장되지 않은 파워 서플라이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이외에 빠르고 간편하게 버스터미날 블록의 재장착이 가능하고 ,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신

호측정이 가능하다. 외관은 컬러코드 mini-WSB 마커에 의한 마킹시스템이 되어있다. 

 

www.hanmec.co.kr    031)467-2861 

 



 

 

독일 Hans Turck GmbH & Co.KG 사는  5,800 종의  다양한 Sensor 류와  1,300 여종의 프로세

서, 엠플리파이어 , 커플러 , 필드버스시스템등  공장자동화의  기초가 되는  제품을 세계 15 개국

에서 생산하여 전세계 100 여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 Banner Engineering 

Corporation 사는  15,000 종의 다양한  포토센서류와 화이바센서 , 초음파센서, 공장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100 여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양사는 전세

계판매망을 함께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으며 몇개의 Joint Venture 회사를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명성의 TURCK & BANNER 사의 제품들을 국내시장에 공급

하고 최상의 서비스와 기술적 협력을 위하여 터크코리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터크는 금번 전시회에서 협회와 함께 참여한 공동전시외에도 자사의 독립전시공간을 별도

로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협회 전시공간내에 전

시한 제품들은 터크의 필드버스 시스템과 I/O 모듈로써 이미 그 성능을 인정 받아 향후 국

내시장에 많은 보급이 기대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www.sensor.co.kr       031)498-8433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남씨스콘은  벤쳐기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각종 제

어반과 이를 이루고 있는 Super Box 를 일본 미쓰비시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포항

제철에 생산량  중 상당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써  금번  전시회에는  리모트 I/O

와 같은  필드버스  시스템이 설치되고 보호되는  제어반을 중심으로 참가하였다. 일명  SUPER 

BOX 로 명명한 전시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Local Switch Box(현장 S/W 조작용  IP67) 

- Enclosere 에 Polycarbonate 재질의 지붕을  Bolting 조립한 것으로써 내화학성 유지를  위해

hinge, latch bolt 류의  sus 재질은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고 외함과 지붕은  P.C 를  사출

성형한 경제적인 제품이다. 

Local Control Panel(현장 회로제어용  IP67) 

- P.C 재질의  Enclosure 와  Shade 에 STS 의  프래임을  Bolting 조립하여 방진, 방습, 내부식성

이 완벽하여 내부기기의 안정적인 가동에 이상 없는 제품이다. 

Repair Box(용접기용 전원함  IP65) 

 

 

www.syscon.co.kr      053)383-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