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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란 무엇인가?

IO-Link는 생산 현장의 가장 하위단에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상위 정보 솔루션 및 기업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로 간편히 통

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전 세계 공개 표준 직렬 통신 프로

토콜(IEC6113-9)이다. IO-Link를 통해서 모든 센서 설

정, 파라미터, 프로세스 데이터 및 진단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장치에서 제품을 검색하는 수

준을 넘어서 작동 중인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

으며, 장비 운영 관련 현장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가시성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발췌 : Semicon magazine)

IO-Link 사용 시 갖게 되는 장점

1. 기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

2. 파라메타제이션의 혜택

3. 컨트롤 캐비닛의 제거

4. valve의 간소화

기본적으로 Balluff사의 IO-Link 프로모션 관련해서 

목표는 Modular architecture로의 이동이다. 산업 현장

에서 가장 커다란 고민사항이이었던, PLC 이하의 하위

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항상 고민사항이었였던 것도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전체 시스템화가 아닌 개별 모듈

화 구조로 구성하면, 문제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 및 

설계의 간편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모듈화로 이동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커넥터 방식으로 배선의 간소화, 설

치의 용이성에서 오는 전체적인 Man-day가 줄어들게 

되어서 비용의 저렴화, 파라메타제이션, 쉽고 빠르게 사

용할 수 있는 플러그-앤-플레이(Plug & play),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능화(Intelligence)이다.

그러면 앞에 기술된 IO-Link의 장점을 좀 더 구체적

으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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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 가능

Balluff는 모든 국가, 모든 설비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시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Protocol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제공업체이다. 지원 가능한 산업용 

Protocol로는 Profinet, Profibus, Devicenet, Ethernet/IP, 

EtherCAT, CC-Link, CC-Link IE 등 모두 Protocol을 지

원하고 있으며, IO-Link Master에서 IO-Link Hub 또는 

센서까지의 연결은 3선식 센서 케이블로 연결하면 된다.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최대 20m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PLC와 센서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기존의 제품

보다 높은 IP67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파라메타제이션의 혜택

IO-Link를 사용하기 전에는 센서를 설치할 때, 또는 

설치하고 센서 단락이 생겼을 때 센서들을 개별적으로 

티칭(Teach-in)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티칭을 하는 과

정에서 실수(Human error)도 발생하였고, 때로는 센서

의 위치가 위험한 곳에 위치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추가적으로 센서가 야간 shift때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숙련된 보전 담당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심각한 Down 

time을 가져오는 재앙(Disaster)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

었다. 하지만 IO-Link에 압력센서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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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Link Master에 연결된 압력센서들은 일괄적으로 티

칭이 가능하고, 센서 교체의 경우에도 센서 티칭값을 PLC

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IO-Link Master를 통해서 자

동으로 Download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도어 실링에서는 파라메타제이션과 케이블의 

이유로 로봇 베이스에 IO-Link Master를 설치하고, 로

봇 그리퍼(Robot Gripper)에 설치된 센서들을 티칭을 하

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IO-Link Master port에 

있는 LED를 이용해서 각 센서들의 현재 상태값을 식별

할 수 있게 되어서, 가시성(visualization)을 확보할 수 있

게 되었다. 

3. 컨트롤 케비닛의 제거(terminal Box의 제거)와 

   문제 인식의 해결 속도

기존에는 센서와 valv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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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에 케이블을 하지만, IO-Link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12 커넥터 방식으로 연결이 되기에 별도의 Box가 필

요 없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IO-Link Master의 경우에

는 IP67 제품이어서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보호

등급으로 견디어 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IO-Link용 센

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센서와 달리, IO-Link용 

센서는 센서의 현재 상태, 렌즈의 Dirty 상태, Overload 

체크 등 진단 기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8개짜리 IO-Link Master의 경우에는 8개 

IO-Link Port를 이용해서 최대 In/out을 248개까지 이

용할 수 있기에, 저렴한 센서 케이블, 커넥터 방식, IP67 

등급, 진단 기능 등의 장점으로 기존의 터미널 Box를 대

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Valve의 간소화 

SMC, Festo, Bosch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valve mani 

fold의 경우에도 IO-Link에 연결할 수 있다. 기존에 25

개 컨덕트 케이블(Conduct cable)에서 M12 언실드코드

셋(unshield cordset)으로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위에서 기술해 드린 케이블 비용의 저렴화뿐만 아니라 

진단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Balluff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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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모든 제어를 매

뉴얼로 하였던 부분을 IO-Link를 이용해서 모든 세팅을 

파라미터 세팅으로 하고, 진단 기능을 이용하여 최종적

으로 컨디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앞에 기술된 4가지 장점 외에도, Analog 센서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Analog 카드와 실드 케이블을 사

용하였는데, 발루프에서 나오는 Analog adapter를 사

용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IO-Link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추가적으로 Balluff에서 나오는 Smart light라는 제

품 역시 IO-Link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256가지 색상이 레벨모드, 러닝모드, 알람 모드

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사

이클타임 Display 또는 위험지역에 센서의 측정을 

Display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루프는 IO-Link용 제품 라인업을 업계 

최대로 구축하고 있으며, 타사의 케이블 및 센서 등을 발

루프의 IO-Link 제품과 호환할 수 있도록 국제 IO-Link 

협회의 규제를 따르도록 협력하고 있다. 국내에 자동차 

차체 공장에서 높은 IP67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접 환경 

때문에 높아지는 걱정 때문에 발루프에서는 welding- 

spatter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특수한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재질로 만든 IO-Link 제품도 있으며, 

국내 론칭 예정인 Safety 제품으로 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 또는 수습할 수 있는 솔루션도 

업계 최초로 라인업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