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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제어  계측 시스템들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로세서 모듈이

나 기기들로 나뉜다. 이들 로세서 모듈이나 기기들은 각각의 기능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에 설치, 운용 되며 정보교환과 제어를 하여 통합된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산 시스템들의 경제 이고 효율 인 통신을 한 버스 재 기법에 하여 

다루고 있다. 제안 된 구조는 메시지 기반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이를 해 표  메시지 규격을 정의 

하 으며 메시지를 해석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버스 재를 담당하는 버스 재 모듈을 구 하 다. 
한 구 된 버스 재 모듈을 사용하여 실제 검측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하 다.

본 연구는 IDEC 툴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산업 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계측  자동화 장비들

은 그 특성상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설치되며 이들은 각

각 자신의 용 로세서와 응용 로그램을 가지고 독립

으로 동작하며 상호 운용된다. 이와 같은 분산 형태의 

장비들은 하나의 공통된 작업을 해서 서로간의 정보교

환이 필요하며 각 모듈들에게서 발생한 막 한 양의 제어 

 계측 련 데이터들을 시에 수집하여 가공한 후 이

를 시, 소에 분배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

수 이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의 표 인 랫폼인 기존

의 PXI(PCI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나 VXI(VME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는 PC를 기반으로 주로 

고  자동화 테스트 어 리 이션에 한 수요를 만족시

켰으며 특히 군사-항공 분야 테스트 어 리 이션과 생산 

테스트용 다채  어 리 이션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제한 인 개발 환경으로 인하여 일반 

사용자층에게 어필하지 못하 다. 한 내부 구조가 복잡

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 없어 일반 산업 

시스템에는 합하지 않았다. 이들 랫폼들은 규모 테

스트 시스템 통합에 효율 인 기술임이 증명되었지만 최

근의 자동화  분산 시스템 분야에서 필요로 한 것은 폭 

넓은 측정  제어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

라 손쉬운 개발환경과 표 화된 송 체계로 인한 개발시

간의 단축과 효용성이었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반 산업 시스템  소규모 

분산 환경에 합한 경제 이고 효율 인 버스 재 기법

에 하여 제안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제안된 버스 재 기

법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제 

구 된 버스 재 모듈의 기능과 개발환경에 하여 설명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으로 제안된 버스 재 

기법의 응용 사례와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기술한다. 

2. 본론

2.1 분산 시스템의 개요

분산 시스템은 다수의 로세서를 상호 유기 으로 동

작시켜, 기존의 앙집 식 시스템이 할 수 없고 하기 힘

든 일들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하여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은 하나의 로세서에서 처리

하는 일을 분산해서 다수의 로세서로 구 함으로서 단

일 속도 보다는 개수에 따라 체 연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작업 셋으로 분리

시켜 시스템의 성능(효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한 기존의 단일 시스템은 확장을 하여 시스템을 교체해

야 하지만 분산 시스템은 간편하게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

만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의 표 인 

랫폼으로는 VXI와 PXI등을 들 수 있다. VXI나 PXI는 

PC 버스를 기반으로 한 규모 분산 시스템 통합과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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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DEC 툴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한 수식연산, 통계처리,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기술을 

해 설계된 산업용 표  개방 규격이다. 그러나 이들 

랫폼들은 P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 인 개발환경

과 높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비용을 필요로 하며 매우 

복잡하고 부피가 크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분

산 시스템 랫폼들의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손쉬운 

확장과 호환성을 제공하기 한 버스 재 기법에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각종 산업용 장비 제어를 

해 리 쓰이고 경제 인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으며, 개발시간의 단축과 표 화된 송 체계를 한 표

 메시지 규격을 정의하 다. 한 정의된 메시지를 기반

으로 우선순 에 따라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 버스 재 

기법을 설계하 다.

2.2 제안된 구조

제안된 구조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메시지 기

반의 데이터 교환 방식이다. 데이터의 흐름은 단방향성을 

가지며 미리 정해진 우선순 에 따라 임의의 채 을 형성

하여 Peer-to-Peer 통신을 한다. 

이를 해서는 먼  메시지 규격이 정의 되어야 하며,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해석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버스 

재를 담당하는 버스 재 모듈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제

안된 버스 재 모듈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보여 다.

 

그림 1. 버스 재기의 구조 

버스 재기는 크게 메시지를 해석하여 경로를 설정하

는 메시지 라우  부분과 설정 된 경로에 따라 채 을 형

성하고 메시지를 송하는 버스 재 부분으로 나뉜다. 하

나의 재기는 4개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재기

간에는 최  8개까지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총 32

개의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간에 인터페이스 컨버터를 두어 RS232/ RS485/USB 등 

각 시스템 응용에 알맞게 변환 가능하다. 

버스 재기간 연결은 빠른 시리얼 데이터 송을 한 

8bit 병렬 데이터 라인과 재기간 구분을 한 4bit의 송

신(Tx)/수신(Rx) 어드 스 라인, 버스 재를 한 3비트 

제어 라인으로 총 19bit의 신호 라인으로 연결된다. 이들 

재기들은 이미 우선선순 가 정해져 있는 Priority 

Encoder에 연결되며 동시 송 시 우선순 가 높은 재

기부터 유권을 획득하여 송하게 된다. 송동안에는 

write pulse를 반복 송신함으로서 유권을 유지하며 송 

에는 유권 이동이 불가하고, 송이 끝난 후 다음 우

선순 의 재기에게 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2.3 메시지 구조

메시지는 최  97Byte의 크기를 가지며 모듈마다 서

로 다른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율 인 정보 송을 

하여 데이터 필드를 가변 처리하 다. 표 1은 정의된 메

시지 규격을 보여주며 이는 OSI의 Data Link 표  규격

인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Frame 형식을 

따른다.[3] 

표 1. 메시지 포맷

다음은 각 메시지 필드의 크기와 기능에 한 설명이

다.

(1) 래그(Flag) 필드 

- Start Flag : 0x7e(0111 1110)

- End Flag : 0x7e(0111 1110)

: 임의 양끝에 '01111110'이라는 비트 패턴을 두어

서 시작과 끝을 구별하는 기능이다.

(2) 어드 스 필드

 - A0~A3 : Tx(Source) CPU address

 - A4~A7 : Rx(Destination) CPU address

: 상  4bit의 목 지 주소와 하  4bit의 발신지 

주소로 이루어 지며 데이터 송시 이 주소 필드를 

보고 라우  한다.

(3) 메시지 길이 필드

- Message Length : length of (message ID ~ Data)

: 체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4) 데이터 필드

- Data : 0~90 byte size

: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필드이다. 각 로세서 모듈

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달하기 때문에 효율을 해서 

데이터 형식은 가변 길이로 처리하 다. 

(5) FCS 필드

- CRC code : CRC of (Message Length ~ Data)

: 오류검출 코드로서 메세지 길이를 보고 데이터의 체

크섬을 계산한다. 송신측과 수신측은 이 체크섬 값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699

2.4 재 방법  차

재기들은 우선순 가 정해진 Priority Encoder에 연결

되며 BusRq(Low) 신호를 보냄으로서 버스 사용 요청을 

하게 된다. Priority Encoder는 I0~I7까지의 총 8개의 입력

단을 가지며 번호가 높을수록 우선순 가 높다. 

Priority Encoder는 BusRq(Low)신호가 들어오면 들어

온 입력단자의 번호를 3비트 어드 스 데이터로 인코딩 

하고 이 인코딩 된 값과 송 하고자 하는 재기의 Tx 

어드 스값이 일치하면 그 재기에게 버스 유권을 주

어 송하게 한다. 

를 들어 I5과 I6에 연결된 재기가 동시에 버스 사

용 요청을 하면 우선순 가 높은 I6 입력단자의 번호 

‘110‘이  먼  인코딩 된다. I5와 I6에 연결된 재기 들은 

이 값과 자신의 Tx 어드 스를 비교하여 버스 유권을 

획득하 는지 확인한다. 

I6에 연결된 재기는 자신의 어드 스 '110'과 인코딩 

된 값 ‘110‘이 일치하기 때문에 버스 유권을 획득하여 

송하게 되고, 송동안에는 WR(Low) 신호를 반복 송신

함으로서 유권을 유지한다. 

I5에 연결된 재기는 인코딩된 값 '110'과 자신의 Tx 

어드 스 '101'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사용 

임을 알고 I6에 연결된 재기의 송이 끝날 때까지 기

다리게 된다. 

데이터의 수신은 유권을 획득한 재기가 보내고자 

하는 재기의 Rx 어드 스를 Decoder로 보낸 후, 

Decoder가 해당 재기에 RD(Low) 인터럽트 신호를 보

냄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림 2는 버스 재 차를 나타내

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Bus가 사용 중인지 확인 (어드레스의 모든 bit가
   high이면 미사용)
② Bus request(Low) 신호 출력

③ Bus 획득 확인 (점유권 어드레스가 자신의 Tx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획득 성공)
④ 획득 시 addr/data/write(active low pulse) 출력 

   에 의한 전송 시작

⑤ write 신호 반복에 의한 송신 완료

⑥ 점유권 철회

    . address -> high-Z
    . data -> high-Z
    . Bus req. 철회 신호(High) 출력

그림 2. 재 차 

표 2는 전송 방법과 신호 구성을 보여주며 중재기간 정

보 교환을 위한 8bit의 병렬 데이터 라인과 4bit의 송신

(Tx)/수신(Rx) 어드레스, 점유권 요청을 위한 Bus req. 신

호, 데이터를 쓰고 읽기 위한 Write, Read 인터럽트 신호

로 구성된다. 

표 2. 송 방법

3. 실험  구

개발의 편의와 개발시간의 단축을 하여 AVR계열 

MCU (Micro Control Unit)인 ATmega128을 사용하여 버

스 재 모듈을 구 하 다. ATmega128은 2개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기본 제공하며 칩(Chip)내에 로그램 코드

용으로 래시 메모리를 내장하여 사용자 로그램을 쉽

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 강력한 디버거인 AVR 

Studio가 제공되고, GNU그룹에서 공개 AVR-GCC 컴

일러와 라이 러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이 쉽고 별도

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4] 회로 설계는 Cadence사의 

OrCAD 10.5를 사용하 으며 PCB는 Layout 10.5를 사용

하 다.  

그림 3은 설계된 버스 재기의 체 회로도이다. 설계

된 버스 재기는 4개의 ATmega128 MCU를 사용하여 

8bit의 데이터 라인과 4bit씩의 송/수신 어드 스 라인, 

1bit의 버스 사용 요청 신호, 2bit의 Write/Read 신호로 연

결되어 총 8개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버스 

재를 한 Priority Encoder/Decoder는 8bit의 입력을 3bit

의 인코딩 데이터로 바꿔주는 74LS148 인코더와 3bit 2진 

데이터를 8bit의 디코딩 된 값으로 바꾸어 주는 74LS138 

디코더 칩을 사용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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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버스 재기의 체 회로도 

그림 4는 실제 제작 된 버스 재기의 PCB와 실험을 

하여 제작된 Arc 측정을 한 Arc 센싱 모듈, 높이 측

정을 한 거리 센싱 모듈, 치 측정을 한 GPS 모듈, 

데이터 장거리 데이터 송을 한 RS485 인터페이스 변

환 모듈의 모습을 보여 다. 

그림 4. 구 된 버스 재기의 모습

 그림 5는 실험을 하여 구축된 Arc 검측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Arc 검측 시스템은 철에 력을 공

하는 차선과 집 장치인 팬터그래  간에 운행  발생

하는 Arc를 측정하는 장치로 측정된 정보를 가공하여 실

시간으로 메인 컴퓨터로 송한다. 이 검측 시스템은 체계

인 검과 유지보수를 하여 치, 속도, 상상보 등

과 함께 기록되며 제어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동

인 검측 환경을 제공한다. 버스 재기는 장거리 송을 

한 송기 사이에 하나씩 존재하며 모든 측정 모듈들

의 메시지를 라우 하고 버스 사용 재를 담당 한다.

그림 5.  Arc 검측 시스템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형태의 시스템을 한 버스 

재 기법에 하여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검측 시

스템을 구성하 다. 구성 된 Arc 검측 시스템으로 실험 

해 본 결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모의 분산 시스템이나 

독립형, 이동형 시스템에 유리할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

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재 구 된 시스템은 시리얼 통신에 한정되어 있으

며 고속의 통신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향후 

ARM을 이용한 임베디드 랫폼을 개발하여 시리얼이 아

닌 LAN을 이용하여 고속, 고성능의 측정시스템 개발을 

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더욱 효율

인 분산 시스템 통신 구조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술을 토 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본다면 앞으로 

자동화시스템과 각종 측정시스템의 발 과 새로운 발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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