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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위(HOST)시스템은 TCP/IP 환경이 적용 되어야 하며, 하위(P/C)시스템은 BSC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가능 해야 한다. G/W시스템은 이 두가지 NETWORK환경을 모두 지원 해야 한다. LAN카드는 

TCP/IP프로토콜을 지원할 것이며 BSC카드는 모뎀을 통해서 BSC 프로토콜을 지원할 것이다. 시스템

은 산업용 PC보다 성능이 뛰어난 Unix시스템을 사용할것이다. G/W시스템의 역할은 각기 형태가 다

른 전문을 재편성 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상위(HOST)시스템으로 부터 받는 지시 데이터의 SIZE를 하

위(P/C)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 반대로 하위(P/C)시스템에서 송신되는 

전문 형태를 상위(HOST)시스템에 맞게 재조정 되어야 한다.

1. 서론

  IT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환

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뀜으로써 어느 공간에서든 휴

대전화나 PDA, 그리고 더 발전된 무선 Device 등을 이용

해 인터넷을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변화

는 조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등장이다. 생산 현

장에서 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스케쥴링, 작업지

시, 품질관리, 작업실적집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

스템으로 생산방법과 절차,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

는 각종 데이터를 더욱 유용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형

화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MES의 출현배경

은 계획시스템과 생산현장의 실제 정보의 차이, 생산현장 

작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수집의 한계, 현장의 순간적

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의 필요, 다품종 소량생

산체제의 적응시스템 필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System

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System을 도입 

후 투자대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효과대비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러한 

MES시스템을 지원받는 조업시스템에서 나타난다. 상위 시

스템이 변한다고 해서 엄청난 규모의 설비를 새로 투자해

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

출되는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역시도 문제가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IT 패러다임을 전혀 무시하고 있

을 수도 없는 일이다. Global시대를 살아가는 기업환경에

서는 분명 이에 맞는 기업 System역시도 새로운 IT 패러

다임에 적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GateWay System의 요구사항

  2.1 기본 Architecture  Message 송기능

 BSC 통신Protocol을 계속해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G/W시스템 의 Architecture는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

다. G/W시스템과 통신을 하는 조업P/C의 수정은 없어야 

한다. 현재의 운영환경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업P/C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HOST Application에서 

수신하고자 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G/W시스템은 추

가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HOST나 조업

P/C가 송, 수신 하는 데이터의 SIZE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DATA의 송, 수신에 대한 정합성

이 이루어지도록 기능 제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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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H/W Architectur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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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NETWORK Architecture 구성도

  2.2 Logging  Monitoring 기능

 G/W시스템은 I/F부분 각각에 대한 Logging, Analyzing,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G/W시스템은 조업P/C의 

회선별 I/F Tracing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G/W시스템은 

HOST와 조업P/C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Error 발생 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MES장애시 G/W시스템은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조업P/C에 전송해야 한다. 조업P/C 장애시 

G/W시스템은 HOST에 적절한 Error Message를 전송해

야 한다. BSC Protocol에서 TCP/IP로의 프로토콜 변환 

장애시 G/W시스템은 Error Message를 조업P/C에 전송

해야 한다.

  2.3 장애조치  백업 환 기능

 G/W시스템은 H/W변경 및 PORT 구성변경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G/W시스템이 변경되면 새로운 프로토콜 변

환장치 사용을 위한 Configuration이 간단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G/W시스템의 BSC CARD의 PORT문제인 경우 

새로운 PORT제공이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중인 

G/W시스템의 BSC CARD LEVEL의 장애시 백업용      

BSC CARD로의 전환은 타 인터페이스에 영향 없이 

Manual 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만일 HOST측 운영계

ROUTER장치가 장애가 발생되어 백업계 ROUTER장치로

전환시 G/W시스템은 항상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

다. G/W시스템은 HOST, 조업P/C, MES부분에서 장애발

생시 G/W시스템 내부적인 장애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3. GateWay System의 설계

  3.1 H/W Architecture

 G/W시스템 Architecture는 조업P/C와 HOST  MES 

시스템간 Data 교환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조업P/C와 G/W시스템 간  BSC Protocol

통신을 지원하기 한 Modem to Modem 통신Interface

를 구성 지원하며, G/W시스템과 HOST  MES간  

TCPIP Protocol통신을 지원하고 있다.              

  3.2 S/W Architecture

  가. BSC Protocol Adapter. 

    .Tifosi Library 및  BSC Serengeti Card API 

Library 활용. BSC Communication 지원 및 

EBCIDIC  ASCII 변환 기능. TPS Service Adapter 

     기능 수행. P/C  G/W Direct 연결.

  나. TCP/IP communication adapter.

    .Tifosi Library 및 Socket Library 이용. Socket과 

Communication 수행. Socket 상태 감시 및 TCP/IP 

     Header Format 처리. 

  다. TPS Monitoring GUI Adapter.

    .Tifosi Service Adapter 의 모니터링 기능 수행.

    .Service Error 발생시 Mapping 된 adapter 동시 

Error 유도. 복구시, 상태 환경 동시에 변환 처리.

  3.3 NETWORK Architecture

   가.MES(EAI), HOST(TCP/IP):상위 시스템으로 MES

     에서는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와 

     HOST에서는 TCP/IP 프로토콜을 지원 한다.

   나.사내망(LAN):사내망(LAN)으로 백본은 Gigabit을

      지원하고 있다. 

   다.BSC G/W시스템:상위 시스템간 통신을 위해 사내망

     (LAN)과는 Gigabit Network 서비스를 지원한다 

   라. BSC케이블:BSC 카드 1장당 8개의 BSC Port를

     지원한다. 

   마.RS232C케이블:BSC G/W시스템과 집합모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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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TCPIP DATA 송신처리 FLOW

    (그림 5) BSC DATA 송신처리 FLOW

    (그림 6) 조업P/C와 G/W시스템간 Error메시지 리

     Connection하기 위해서 RS232C케이블을 사용한다.

    조업 P/C와 모뎀간 역시 RS232C케이블을 사용한다.  

   바.전화회선:집합 모뎀과 조업 P/C 전단 모뎀간 통신  

     선은 전화선을 이용한다.

  3.4 TCPIP Handler 구성

   가.SOURCE FILE

    -TCPIPCommHandler.c:TCPIPHandler의 main()을 

     포함, socket연결

    -ConnectionHandler.c:TPS와의 연결  Lister

     handling

    -Logmodule.c:통신Data  메시지 Logging처리

    -Util.c:config xml parsing  validate 외 기타

    -converter.c:ASCII<=>EBCDIC변환 처리

   나.Header FILE

    -TCPIPCommHandler.h:TCPIPHandler.c의함수,변수 

    -ConnHandler.h:ConnHandler.c의함수,변수   

    -Logmodule.h:Logmodule.c의 함수,변수 정의

    -Util.h:Util.c의 함수,변수 정의

    -Converter.h:converter.c의 함수,변수 정의

    -Convert.h:ASCII,EBCDIC변환 테이블 정의

    -ASCII-EBCDIC.h:ASCII-EBCDIC매핑테이블

    -EBCDIC-ASCII.h:EBCDIC-ASCII매핑테이블

    -Iconstants.h:상수정의

    -AdapterLogCodes.h:Adapter메시지 정의

    -AdapterReturnCodes.h:Adapter리턴코드 정의

    -Hconv.h:KSC5601<=>IBM834변환

    -IBM-KS.h:IBM834-KSC5601변환 테이블

    -KS-IBM.h:KSC5601-IBM834변환 테이블

   다.DATA 송신처리 FLOW

 

  3.5 BSC Handler 구성

   가.SOURCE FILE

    -BSCCommHandler.c:BSCHandler의 main()을 

     포함, BSC Card Interface연결

    -ConnectionHandler.c:TPS와의 연결  Lister

     handling

    -Logmodule.c:통신Data  메시지 Logging처리

    -Util.c:config xml parsing  validate 외 기타

    -converter.c:ASCII<=>EBCDIC변환 처리

   나.Header FILE

    -BSCCommHandler.h:BSCHandler.c의함수,변수

    -ConnHandler.h:ConnHandler.c의함수,변수

    -Logmodule.h:Logmodule.c의 함수,변수 정의

    -Util.h:Util.c의 함수,변수 정의

    -Converter.h:converter.c의 함수,변수 정의

    -Convert.h:ASCII,EBCDIC변환 테이블 정의

    -ASCII-EBCDIC.h:ASCII-EBCDIC매핑테이블

    -EBCDIC-ASCII.h:EBCDIC-ASCII매핑테이블

    -Iconstants.h:상수정의

    -AdapterLogCodes.h:Adapter메시지 정의

    -AdapterReturnCodes.h:Adapter리턴코드 정의

    -Hconv.h:KSC5601<=>IBM834변환

    -IBM-KS.h:IBM834-KSC5601변환 테이블

    -KS-IBM.h:KSC5601-IBM834변환 테이블

   다.DATA 송신처리 FLOW

4. 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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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G/W시스템과 MES간 Error메시지 리

    (그림 7) 조업P/C와 G/W시스템간 DATA LOG 리

    (그림 8) G/W시스템과 MES간 DATA LOG 리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은 기존의 BSC 프로토콜을 사용하던 생산설비 

시스템을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새로운 MES System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보았다. 생산설비를 Control하

는 조업P/C와 MES System간에 G/W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조업P/C와 G/W시스템간은 RS232C 통신 케이블을 

사용하였고, G/W시스템과 MES간은 Gigabit Network 케

이블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업P/C와 G/W시스템간

은 BSC프로토콜을 사용하였고, G/W시스템과 MES간은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결국 조업P/C와 MES간 

은 변환장치가 하나가 존재 하는 셈이 되었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이렇게 G/W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배가 되었다

는 점이다. 예전에는 B/C와 P/C간 문제점을 분명하게 구

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G/W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어느

쪽 SYSTEM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Troubleshooting도 훨씬 빨라졌다는 점이다. 장애의 인식

도 예전에는 HELP DESK의 전화에 의존했던 일들이었지

만, 이제는 그 일을 SMS가 대신 해주고 있다. Error가 

발생하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장애를 판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업에서 근무하는 조업자 보다도 문제 

인식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BSC프로토콜

을 사용하는 조업P/C의 통신 대역폭은 9.6Kbps 정도다. 

결국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DATA를 보내더라도 조업 

P/C는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마, 이정도

의 DATA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였다. 조업P/C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Turnkey로 수주되었고, 모든 프로세

싱 자체가 ROM에 Setting되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컴퓨

터인 터라. 하지만 Data Log를 보면서 처리속도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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