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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텍 자동화 그룹은 설비 개발자와 공장 자동화

의 다양한 요구들에 부합하도록 디자인된 2가지의 새로

운 패널PC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15.6인치와 21.5인

치 와이드 스크린 패널PC는 보다 향상된 성능을 위해 

최신형 4세대 코어i프로세서, 정전식 터치스크린, 풍부

한 IO 포트, 그리고 다수의 확장 슬롯을 탑재했다.

4세대 인텔 프로세서는 팬리스 제품으로 이전 3세대 

코어i프로세서 보다 13%의 속도 향상, 24%의 3D 그래

픽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PPC-4211W 내부 여

분의 섀시 공간과 결합된 새로운 프로세서는 사용자들

이 RAID 0/1로 구성할 수 있는 2개의 2.5인치 하드디

스크를 추가할 수 있다.

오 민 진 대리 / 어드밴텍케이알㈜ Marketing 
jen.oh@advantech.co.kr

어드밴텍의 HMI & SCADA 

기술 동향과 전망

- 어드밴텍의 4세대 코어i 시리즈, 팬리스 와이드 스크린 패널 PC

PPC-421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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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장의 환경이 파워 스파이크나 서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어드밴텍의 새로운 모델은 RS 

422/ 485 규격에서 9~32VDC 범위 내에서 작동이 수

월하며, 1KVDC 격리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서라도 패널PC의 작동 및 데이터 

보존을 보장한다.

PPC-4151W와 PPC-4211W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변경할 필요 없이 고객들의 필드버스 카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본 PCI, PCIex1(PPC-4211W :  

PCIex4 지원) 또는 mini-PCIe 확장 슬롯을 지원한다.

PPC-4151W는 IP65 규격을 준수하는 알루미늄 다

이-캐스트 전면 패널 디자인이며, PPC-4211W는 IP65 

규격을 준수, 마그네슘 합금 다이-캐스트 전면 디자인

이다. 두 모델 모두 4:3 비율의 디스플레이 보다 40% 

증가된 화면을 제공하는 16:9 와이드 스크린 화면으로 

설계되었으며, 보다 직관적인 동작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 

사용의 편리성 및 기능성,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PPC 

-4151W/ 4211W는 듀얼 GbE LAN, 5개의 시리얼포

트, 5개의 USB 3.0 포트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IO포트

들을 지원한다

스마트 HMI / SCADA 소프트웨어 

 100% 브라우저 기반 HMI/SCADA 소프트웨어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신속한 모니터링 및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

어드밴텍의 SCADA, Web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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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대에 주목받는 HMI 기술

어드밴텍 IoT 솔루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체 보

유 SCADA인 WebAccess는 사용자들에게 크로스 플랫

폼과 크로스 브라우저 데이터 엑세스, HTML5 기술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WebAccess를 통해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직 시장의 개발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어드밴텍의 WebAccess는 브라우저에 기반을 둔 

SCADA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버티컬 마켓에 적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8,000개 이상의 WebAccess 패

키지가 설치되고 있으며, 대만의 Intera Memories사가 

80개의 웹 액세스 무제한 테그를 사용하여 단일 사이

트로는 가장 큰 규모다. 한 프로젝트 내에서, 가장 많

은 포인트 건물의 자동화를 위해 불필요한 SCADA 체계

에서 240,000개의 I/O를 사용한 도쿄의 Mori Building

이다.

그것은 다양한 수직적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개방형 

구조로 IoT 데이터 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적으로 18,000개 이상의 WebAccess 패키지가 설치되

었고, 가장 큰 단일 사이트는 80개의 웹 액세스 무제한 

테그를 사용하는 대만의 Inotera Memories사이다. 한 

프로젝트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 카운트를 둔 경우로

는 건물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개의 리던

던트 SCADA를 통해 240,000개의 I/O를 연결한 도쿄

의 Mori Building이 있다.

WebAccess의 경쟁력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HMI/SCADA 소프트웨어와 구

별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100% 웹에 기반하고 

있으면 모든 엔지니어링 작업도 표준 웹브라우저를 통

해 실행된다는 것이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들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하고, SCADA 기능이 모두 갖

춰진 자동화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다.

다양한 드라이버 및 프로토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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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프로젝트 노드부터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한 SCADA 노드까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

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원격 유지 진단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새로운 버전인 웹 액세스 대시보드는 HTML5를 사용

하여 개발되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탑재된 

Internet Explorer, Safari, Firefox, Chrome을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어느 장치와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특징은, WebAccess의 확장성 높은 시스템 아키 

텍처이다. WebAccess는 어드밴텍 I/O와 컨트롤러, 그

리고 모든 주요 PLC, 컨트롤러와 Allen Bradley, 

Siemens, Lon Works, Mitsubishi, Beckoff, Yokogawa 

등과 같은 I/O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장치 드라이버

들을 지원한다. 

시스템 통합자들은 WebAccess 8.0의 대시보드 에디

터를 사용하여, 위젯이라 부르는 분석 차트와 다이어그

램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정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위젤 라이브러리에는 트렌드, 바, 경보내역, 지도 등

과 같은 위젯들을 제공하며, 대시보드 화면이 만들어진 

후 최종 사용자들은 끊김없이 PC, Mac, 타블릿, 스마트

폰에서 Internet Explorer, Safari, Chrome, Firefox와 

같은 여러 브라우저를 통해 대시보드 뷰어 내에 있는 데

이터를 볼 수 있다.

WebAccess 8.0의 주된 이점은 원격 모니터링과 관

리에 있다. 엔지니어들은 WebAccess 프로젝트를 구성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운영자들은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든 WebAccess 대

시보드를 통해 SCADA 시스템에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영자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

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생산라인으로부터 중요한 데

이터를 모니터할 수 있다.

내용을 종합하면, WebAccess 8.0에 있어서 Web 

Access는 SCADA/HM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IoT 플

랫폼이라 할 수 있다. WebAccess 8.0은 HTML5 비즈

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와 사용자가 다양한 버티컬 

마켓에서의 중앙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방형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고객 맞춤형 정보 페이지를 구축

하고, 모바일 근로자들이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실시간 디

스플레이 도구와 분석 차트를 제공하는데 주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SCADA 소프트웨어의 유연성, 생산성, 통

제, 그리고 관리 비용과 자원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