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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ogawa Electric Corporation(이하 Yokogawa)는 

자사의 대표적인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인 CENTUMⓇ 

VP R6.05를 출시하였다. 

최근 CENTUM은 Yokogawa의 LSI(Large-Scale 

integration)를 채택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여 

새로운 프로세서 모듈을 출시하였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대신 Yokogawa 전용 시스템 LSI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변경하거나 단종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개선하였다. 또한, 향상된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해, 

구성 및 설치 시간을 단축하여 프로젝트 수행 속도를 높

일 수 있다. 이러한 향상된 기능은 설치 및 Start-up에서 

서비스 종료까지 전체 제어시스템의 Lifecycle에서 지원

한다.

개발 배경

CENTUM VP 제어시스템은 엔지니어링, 설치 및 

Start-up부터 유지 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종

료에 이르기까지 플랜트 Lifecycle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

화된 운전 환경, 모니터링 및 엔지니어링 환경을 제공한

다. 2014년에 출시된 R6.01을 시작으로, CENTUM VP

는 Smart Engineering, Advanced Operation, System 

Agility 및 Sustainable Plant의 CENTUM VP R6 가치 

제안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CENTUM 

VP R6.05는 Smart Engineering 및 Sustainable Plant

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 제공된다.

Yokogawa는 1975년 CENTUM을 처음 출시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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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및 장기간 사용 시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최적화하고 있

다. 장기적인 운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전자부품의 수명주

기가 짧기 때문에 제품 사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경되거나 제품이 단종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Yokogawa는 자체 시스템 LSI를 개발하여 컨트

롤러에 사용하고 있다.

향상된 기능

1. Yokogawa에서 개발(LSI를 탑재)한 

프로세서 모듈 ‘CP471’

Yokogawa는 CENTUM VP Controller인 Field 

Control Unit(FCU)의 CP471 프로세서 모듈을 새롭게 개

발하였다. 새로운 CP471 프로세서 모듈에는 Yokogawa

가 자체 개발한 새로운 LSI가 탑재되었다. 이로 인해, 시

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변경되거나 단종될 경우 제

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FCU를 장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AD Suite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 구축에 의한 테스트 시간 단축

Yokogawa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바탕으로 Automation Design Suite(AD Suite) 

엔지니어링 환경을 개발하였으며, CENTUM VP R6.01

부터 AD Suite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 구축을 할 수 있

도록 출시하였다. AD Suite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엔

지니어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양질의 작

업을 생성하고 전체 프로젝트 Lifecycle 동안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AD Suite는 제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접근 방

법으로 모듈 방식을 채택하였다. AD Suite에서 작성된 

모듈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AD Suite는 CENTUM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Yokogawa가 개발한 표준 모듈을 사용하거나, AD Suite

에서 제공된 사용자 정의 모듈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R6.05의 향상된 테스트 툴

을 사용하여, 모듈 생성에 필요한 시간이 50% 이상 단축

되었다.

Major Target Markets과 

Applications

Major Target Markets은 오일과 천연가스, 석유화학, 

화학, 전력, 펄프 및 제지, 제약, 식품, 철강, 정수 및 폐

수처리 등과 같은 프로세스 산업의 주 고객이다.

Applications은 플랜트의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및 자

동 제어 등이다.
문의 : (02)2628-6000

About the CENTUM series

Yokogawa는 CENTUM 분산 제어 시스템(DCS)을 세계 최초로 1975년에 출시하였다. CENTUM VP는 CENTUM 시

리즈의 9번째 라인업이다. 우수한 성능으로 알려진 CENTUM 시스템은 엔지니어링 및 기술 우수성에 대한 높은 기준

을 설정하고, 이전 시스템 버전과의 하위 호환성 및 최신 기술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보장한다. 지식 데이터 기반 엔

지니어링은 지난 40년 이상 프로세스 산업에 종사해 온 Yokogawa의 주력 제품인 CENTUM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