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ation™ 제어 시스템
안전한 운영 및 최고의 성능을 위한 고급 기술

Ovation
정밀 제어
경쟁 우위 획득
에머슨의 PlantWeb 디지털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인
Ovation™ 분산 제어 및 SCADA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장 가용성, 신뢰성,
환경 규제 준수성을 제공합니다.
글로벌한 발전 산업 및 물/폐수
산업을 위해 최적화된 Ovation
은 이 같은 복잡한 운영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50년의
탁월한 전문 기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Ovation 시스템은 하나부터 열까지
운영상의 탁월함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50년에 걸쳐 개발되고
현장에서 입증된 Ovation의 제어
설계 기술은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한 제어력을
제공하는 한편 다수의 고급 제어 및
프로세스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위해
자동으로 프로세스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운영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어 및 모니터링에서부터
함대 또는 구역 전체 통합에
이르기까지 Ovation은 필드버스
네트워크, 지능형 필드 장치 및
통합 자산 관리와 매끄러운 통신을
제공하여 운영 및 관리 담당자에게
예측 가능한 지능력을 전달합니다.

최신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 기술
시스템 전체에 걸쳐 최신 상용
기술을 통합하여 Ovation은 다른
시스템보다 더욱 큰 운영 유연성을
보장하는 강력하면서도 적응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 또한 보호합니다.
이는 프로세스가 성장하거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Ovation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vation은 통신, 프로세싱, 고급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신 조류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속한 시스템 노후화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증대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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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ion의 진화
산업 표준 하드웨어 플랫폼,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Ovation
시스템은 급속하게 진보하는 컴퓨팅 기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에 발을 맞춥니다.
Ovation은 다른 시스템의 독점적 구조와 달리 산업 표준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며 투자를 보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Ovation 하드웨어는 제어 로직, 그래픽 및 운영자
훈련에 대한 핵심 엔지니어링 투자를 유지하는 한편 새 운영 체제, 하드웨어 플랫폼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ᕅ㬅㡰
FDDI

ᇵཾ␈㬅
⹜ួᕙ

␦Ả ⹜ួᕙ

ₖ✿

Ⲧ၃❑
Ⲧ
Ⲧ၃
၃❑
၃
❑
NetDDE

ODBC

OPC DA

㣎⚻
㥎㰀⹜⣲

Express
Interface
(Xi)

OPC DX

OLE DB

XML

㶚ᵤ❘⣲
ྞ㑁

Windows
✻∑

Ό↑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7

AI / ASP

ၑ⊎႟Ở

Wireless
HART

IEC 61850

⹜ួᕙ
Ỵ㡰 㚽㬅ᵬ᳧

⹜ួᕙ
ⶣြ I/O

㧡㸊#⯩
(SIL)

1,100MHz
㶚ᵤ❘✻

Ovation
⊎⯩#❜㥎

㡰⣲㥫⹜❼
ྔ㼕

↲ⱷ ↋ ⊏ᄘ

㘫ဎ⛜

⤲ཿ
⤲ཿ
ཿ㼕
㼕
⤲ཿ㼕
ᵤ㛁

X 㥎ⅳᔰ

ⶣြ

ⷑ

Fleet
View

㶢Მ
㶢Მ
Მ㱰
㱰
㶢Მ㱰
Solaris
2.5

Windows
NT

ྞ↙
⣲㫥ᦴⳢ

AMS
Suite

Solaris
8

ⱥ㶢Ở㛖⹜❼ ᠺᄘ

®

ᴥ ᠺᄘ

⣲Ỽ㬅
႑⼐

APC

႑⼐ヵᝁ

∮ᦴᥴ
⤲ℛᴄ⹜❼

ᦴヱ㥖
㥖 ∑⣲
HART

Foundation
Fieldbus

Profibus

DeviceNet

㚽㬅ᵬ᳧ ↋ II/O
/O
㚽㬅ᵬ᳧
Q-ᱧ ↋
Ovation I/O

400MHz
㶚ᵤ❘✻

㧡㸊
NIC

ཾ⛑
㚽㬅ᵬ᳧

SCADA ✻∑


Ỽ✃Ỵ

⊎⯩
⊎⯩
ⲣ㸀 ᇵ↕
デ

↧㼕≏

↑⹜᳧⣲ ↧ヱ

3

Ovation
최고의 성능
Ovation 시스템은 발전 및 물/
폐수 산업 특유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수천 건의 발전 및
물 처리 프로젝트를 취급해 온
에머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프로세스를 위한 Ovation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Ovation에는 완전 조정형 보일러/
터빈 제어, 배출 모니터링, 경제적
디스패치 및 전력 프로젝트용
함대형 관리와 같은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 폐수, 재생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Ovation은 광역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SCADA 인터페이스, 매끄러운
PLC 통합, 그리고 종합적인 진단
프로그램을 결합합니다.
에머슨의 PlantWeb™ 디지털
아키텍처와 결부된 Ovation
시스템은 안전한 운영 및 최고의
성능을 위한 강력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장치가 제공하는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Ovation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인 에머슨의
AMS Suite: 지능형 장치 관리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기 전에 이를 파악하는 한편
상태가 좋은 장치에 대해 비용이
들면서도 불필요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장치 상태를 계속 분석하는
예측 가능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엄격하고 신뢰성이
뛰어난 제어력

Ovation PlantWeb 경보

Ovation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과
함께 정밀 제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정밀성은
Ovation 컨트롤러로 시작됩니다.
Ovation 컨트롤러의 중심에는
Intel 기반 프로세서가 있어 완전한
중복성을 제공하여 가장 요구가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도 필요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Ovation PlantWeb 경보는 경보를
통해 필드 장치의 성능 문제를
알립니다. PlantWeb 경보에는
유지관리 기획에 도움을 주는 권고
경보, 즉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가리키는 유지관리 경보, 장치가
고장났음을 가리키는 고장 경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장 운영자들이
각각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Ovation은 100개가 넘는 표준
알고리즘의 광범위한 세트 이외에도
Ovation 컨트롤러의 계속 확장되는
연산력을 이용하는 고급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임베드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모델 예측 제어 및 산업별 고급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더 높은
수준까지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프로세스 가변성을 줄이고 공장
운영 조건의 전 범위에 걸쳐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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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Ovation
시스템은 HART,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Profibus DP, DeviceNet 등
폭넓게 채택되는 버스 표준과 지능형
필드 장치를 원활하게 통합합니다.

분명하고 간결한 운영
공장 운영자에게 프로세스에 대해
탐색하기 분명하고 간결하며 쉬운
창을 제공하는 것은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입니다. Ovation
운영자 워크스테이션은 산뜻한
고해상도의 프로세스 그래픽, 내장형
추세 데이터, 고급 시스템 진단
디스플레이, 사용자 친화적인 도움말

화면, 그리고 경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해결하는 복잡한 경보
관리 및 분석 패키지를 통해 그러한
임무를 달성합니다.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도구
Ovation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은
담당자가 기반 프로그램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공장 또는 제어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
주는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보안을 포함하여 Ovation 제어
로직, 그래픽, 포인트 기록, 시스템
전반의 구성을 만들고 구성하며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운영자
워크스테이션의 모든 기능을
결합합니다.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의
개발자 스튜디오는 표준
끌어서 놓기 기능을 사용하여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소를 쉽게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그래픽 메뉴
구동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
구성에 대한 개체 지향적 접근은
익숙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곡선을 줄이고, 개발을 간편화하며,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링 노력을
상당히 절약합니다.

정보력 활용
Ovation은 필드 장치, 타사 시스템
및 기업 네트워크를 완전히
통합하는 많은 기능을 제공하여

정확한 프로세스 정보가 필요한
때와 장소에 이를 제공합니다.
Ovation 네트워크는 사실상
어떠한 이더넷 활성화 장치에도
손쉽게 연결되는 제어 및 정보
고속도로로 기능하는 무변형의
빠른 이더넷입니다. Ovation
은 다양한 단위의 정보 수집 및
상관관계를 간소화하면서 개별
공장 현장 내에서든 지리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현장 전반에서든
복합 Ovation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합니다.

Ovation 보안 기능
Ovation 시스템은 시스템 인증,
암호 관리, 워크스테이션 강화,
금지 활동 비활성화 등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에머슨의
기존 사이버 보안 조치를 보완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바이러스
정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Ovation 보안 센터는 Ovation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vation 프로세스 히스토리안은
시스템에서 다량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하므로
운영자, 엔지니어, 유지관리
담당자 및 공장 경영진이 Ovation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히스토리안은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설계되어 미가공 프로세스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Ovation 시스템은 PLC 및 OEM 제어
시스템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Ovation은 OPC와 이전 OPC,
NetDDE, ODBC 같은 여러 가지
표준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통합합니다. EDS™는 실시간
프로세스 그래픽의 원격 가상화를
위한 웹 뷰어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강력하며
유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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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ion
DCS & SCADA

운영자 워크스테이션
표준 Windows® 운영 체제가 장착된 상용 데스크톱 PC
워크스테이션

Ovation 시스템은
발전 및 물/폐수 산업을 위한
프로세스 제어 분야에서
쌓아온 50여 년 경험의
산물입니다. Ovation은
최신 상용 기술을 활용하여
강력하고 안전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한편 시스템이
빠르게 진보하는 컴퓨터
기술을 통해 쉽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Ovation
은 가장 폭넓게 채택되는
버스 표준과의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장치 기술을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Ovation의 임베디드 고급
알고리즘 및 입증된 산업별
제어 루틴을 통해 운영을
최적화하여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MS Suite: 지능형
장치 관리자

Ovation
프로세스
히스토리안

Ovation 컨트롤러 및 I/O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 및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한 간결한 모듈식 설계의
완전 중복형 Intel 기반 컨트롤러 및 I/O
어셈블리.

재래식 4-20mA

디지털 버스 표준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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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ion은 HART,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Profibus, DeviceNet
등 가장 폭넓게 채택되는
디지털 장치 통신 표준에 대한
원활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빠른 이더넷
무변형 빠른 이더넷 제어 및 정보 네트워크

폭넓게 채택되는 상용 기술은
Ovation 시스템의 근본적 구성
요소입니다. Ovation은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여 요구가
변화하거나 더 진전된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시스템을
수정,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사용이 간편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Ovation SCADA
마스터

Ovation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개발자
스튜디오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

HART

Ovation은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유지관리 속도를 높이고
고급 진단을 제공하며 통신을 촉진하며 프로세스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 사용하기 쉬운 제어 작성기
• 유연성이 뛰어난 그래픽 작성기
• 임베디드 보안 작성기
• AMS Suite: 예측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능형
장치 관리자
•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OPC 연결성
• 산업별 고급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온라인
프로세스 최적화 가능

귀사의

고유한 요구 및

Profibus/DeviceNet

어플리케이션에
부합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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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ion
전력 PlantWeb
에머슨의 PlantWeb
디지털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Ovation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필적할만한 상대가 없는
완전 통합 제품 및 기능을
제공하여 앞으로도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lantWeb은 지능형 필드 장치,
산업 표준 플랫폼, 통합 모듈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산 관리,
프로세스 제어, 관리 실행을
수행하는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또한 HART,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Profibus DP 및 DeviceNet을
포함하여 폭넓게 채택되는 디지털
‘스마트’ 장치 통신 프로토콜에
매끄러운 연결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지능 활용
Ovation PlantWeb 디지털
공장 아키텍처는 Fisher 및
Rosemount 같은 업계 선두업체의
강력한 지능형 필드 장치
기반에서 시작합니다. 온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방형 표준 통신을
포함한 디지털 기능을 통해 이러한
필드 장치는 다음이 가능합니다.
• 정밀한 측정 및 제어를 수행하여

새 프로젝트 혜택

출력 증가

가용성

유지 관리

반응

용량

배출

안전

연료, 에너지,
화학물질

비용 절감

출력 증가. 비용 절감. PlantWeb으
로 이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Ovation PlantWeb 아키텍처는 배선
및 전선관 요구사항에서 상당한
절약, 시스템 구성 및 시운전 기간
중의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 그리고
더 빠르고 완벽한 공장 조업 개시를
통해 프로젝트 설치 비용을 36%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립적인 연구 결과 새로운 2 x 1
결합형 사이클 공장에서 PlantWeb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장비,
엔지니어링과 건설 비용 및 시운전
일정 6주 단축으로 7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운영 및 유지관리 혜택
이러한 PlantWeb 아키텍처의
표준 플랫폼은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장 입증되어
공장 가용성, 용량 및 반응을
높이면서 공장 수명에 걸쳐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줄임으로써 공장
효율성을 최대 2%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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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변동성 감소.
• 여러 변수를 취급하여 필요한 장치의
수 절감.
• 진단을 수행하여 장치 건강성을
모니터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비가동
시간을 방지.

공장 연결
PlantWeb은 개방형 통신 표준을
사용하여 필요한 때와 장소에
정보를 전달하는 전 공장 차원의
네트워크에서 현장 정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합니다.
해당 산업에서 입증된 개방형
통신 표준을 통해 필요를 충족할
최상의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다른 공장 및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합하며, 향후 더 많은 제품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더넷에서 DeviceNet,
Profibus DP, Modbus 프로토콜로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PlantWeb은 HART,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OPC의
전체 기능을 전달하는 단일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완전 조정형 보일러터빈 제어에서부터 광역 SCADA
제어에 이르기까지, Ovation
제어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성공적으로 채택됩니다. Ovation
은 완전 자동 시운전/종료 시퀀싱,
지능형 경보 관리, 자동 루프 조정
기능도 있어 프로세스를 현재
공장 조건에 맞춥니다.

고급 제어
모형 예측 제어를 통합하는
광범위한 고급 Ovation 제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발전 및 물/폐수 시설의
구체적인 제어 난제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NOx, SO2, CO2 감소 및 펌프
시퀀싱, 연소 최적화, 에너지 관리,
화학물 사용 최적화를 비롯한
프로세스 효율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 준수사항을 위한
고급 제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용할 수 있는 Ovation
고급 제어 패키지에는 Sootblower,
SCR 및 FGD 최적화, 증기 온도
최적화, 그리고 함대형 배출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Ovation 시뮬레이션

발전 및 물/폐수 산업에서
50년 넘게 걸쳐 개발되고 현
장에서 입증된 Ovation의 제
어 어플리케이션 설계 기술
은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한 제어력을 제공
합니다.

에머슨은 몇 가지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시뮬레이터 구성에서 Ovation DCS
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가상 기술을
사용하는 Ovation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드웨어 비용 및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시설 전체에
사용하기 쉽게 이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시뮬레이터 유지관리가
매우 간소화되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인 제어 시스템 수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Ovation 시뮬레이션은 공장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유연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는 설치에 앞선
DCS 검사, 운영자 훈련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업그레이드, 제어
변경이 포함되어 공장 실적을
개선합니다.

완전히

통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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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tion
서비스

모든 Ovation 시스템 뒤에는
서비스 및 지원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 시스템이
최고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스템 수명을 위한
포괄적 지원
이 지원은 당사의
고객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작합니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운영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에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른
맞춤형이며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그래픽을 채택하는 맞춤형 설계
공장 시뮬레이터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공장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공장 인력을
최소화해야 하는 압박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필요한 유연성과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SureService™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요구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맞출

수 있습니다. SureService에는 24
시간 전화 지원, 원격 시스템 진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바이러스
방지 업데이트, 정기적인 현장 방문,
긴급 호출,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패키지에는
경험을 갖춘 인력을 위한 “재충전”
코스 또는 새내기를 위한 소개
코스로서의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선
여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세스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구성의
정기적 감사 및 평가도 제공합니다.
추가 서비스로서 당사의 안전한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현장 외부 저장
온라인 교습 프로그램, 원격 시스템
진단,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강화를
제공하여 제어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당사만의 고유한 SureService
에버그린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 Ovation
시스템을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에
발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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