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18

모드버스 프로토콜 제어
김기수O

O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e-mail:kimkisu@bluwise.co.krO

MODBUS PROTOCOL CONTROL
Ki-Su KimO

ODept. of Computer Infomation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  

인더스트리4.0 시대의 도래로 첨단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들의 정보를 수집,분석,가공,저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장비들은 통신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하며 통신 시스템은 인더스트리4.0의 시대의 핵심 기

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표준프로토콜로 자리잡고 있는 MODBUS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통신 제어를 제안한다. 

각 지원되는 기능들을 알아보고 각 프로토콜 파싱기법과 에러처리를 알아보고 MODBUS프로토콜을 만들어 통신제어가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자동화통신, MODBUS, PLC통신

I. Introduction

컴퓨터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은 같이 발전하였다. 

기술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첨단의 자동화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위 공정의 자동화를 이루었고, 수평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전체 공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생산비용의 

절감과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유연성을 제공되며 첨단의 자동화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저장하고 각 공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통신망은 자동화 요소들 

간에 정보교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첨단 자동화 시스템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통합화는 네트워크 기술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산업 현장의 공정제어 시스템은 복잡하고 대 규모화됨에 

따라 고장 발생 시 경제적 손실과 위험 성이 증폭되어 규정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요구 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고 

파악하는 원격제어 시스템의 요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정보들은 파일로 저장되거나 혹은 그래프로 표현하여 시스템 

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 제어 시스템의 개발에는 

통신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이 필수적이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다음

과 같이 현재 산업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RS232와 differential 

모드를 이용하여 노이즈에 강하고 전송거리가 긴 RS422, RS485 

등이 있다. 통신 프로토콜에는 선박에서 주로 쓰이는 모드 버스와 

리모트 입출력용으로 인텔사에서 만 든 Bitbus, 공정제어용으로 로즈 

마운트사의 서 만든 Hart,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CAN, 빌딩 자동화용

으로 Echelon 사에서 만든 LON, CNC에서 쓰이는 Sercos, 범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FIP, Profibu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다 통신의 공정 자동화 장비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공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구현이 쉬운 모드 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였다. 또한 MCU에서 MODBUS 프로토콜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MODBUS PROTOCOL

모드버스는 1997년, 지금은 Schneider Electric인 Modicon 이라

는 회사에서 만든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이다[1]. 제조공장이나 놀이공

원의 기계들을 자동화하고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들과의 통신에 사용할 목적

으로 만들어졌다. 프로토콜이 단순하지만, 장비 제어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표준 프로토콜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산업용 전자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다음은 모드버스가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유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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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로 개발됨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고 공짜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

-비트단위 또는 워드(16bits) 단위로 정보조작이 용이

*단점

-근래의 PLC와 어드레스 체계가 달라 프로그램에 어려움 있음. 

(모디콘계열의 경우는 예외)

-통신 포멧이 타사제품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음 

(오래전에 만들어진 관계로 구식임)

-몇 차례 버전이 향상된 프로토콜이 있어 상위 버전을 채용한 

기기와 구버전을 채용한 기기들이 혼재되어 있어 통신 프로그램 

작성에 혼란이 되는 가능성 있음.

모드버스는 약 240개의 장비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여러 장비들이 모니터링 서버로 현재 상태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센싱 장비들에게 질의를 

보내고 장비들은 이에 대해 응답하는 형태로 동작한다.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시스템에서도 모니터링 

서버와 remote terminal unit (RTU)을 연결하기 위해 모드버스를 

자주 사용한다.

2. Communication and equipment

모드버스는 master/slave 기반 프로토콜이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Master로 설정된 장비만이 slave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이더넷 통신에서는 네트워크상의 어떤 노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정보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master는 하나만 존재한다.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이 요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요청정보에 들어있는 목적주소 장비만이 이에 응답한다. 물론 목적지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주소일 때는 예외이다. 목적지 주소를 0으로 

설정하면, 수신한 모든 노드에서 요청을 처리하지만, 응답은 보내지 

않는다. 또한, 모드버스 요청 정보에는 통신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한다.

모드버스를 지원하는 모뎀과 게이트웨이들이 많이 존재한다. 주로 

serial-to-IP 제품들로 향후 시리얼 통신은 이더넷으로 확장이 가능하

며 이동통신 등 무선통신을 지원하기도 한다.

3. Frame Format

통신 네트워크의 종류와 요청 정보의 형식에 따라 여러가지 프레임 

포맷이 존재한다. Modbus RTU는 시리얼 통신망을 이용하며, 프레임

에서는 이진정보를 사용한다. Modbus Ascii도 시리얼 통신망을 

이용하지만, 프레임에 ascii 문자를 넣어 통신한다. 즉 0을 넣으면, 

실제 프레임에는 0의 ascii 코드인 48이 한 바이트를 차지하게 된다.

4. Supported functions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있었던 기능들은 굵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1~6까지의 기능 코드를 갖는다.

각 기능별로 읽기, 쓰기 기능을 하며 통신을 해야 하는 장비 마다 

지원되는 기능이 다르며 해당 장비의 지원 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통신을 해야 한다. 실험에 사용할 장비는 MODBUS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온도계와 실험을 한다.

Fig. 1. PROTOCOL FRAME

Fig. 2. PROTOCOL FUNCTION CODES

5. Digital tmperature meter modbus function codes

Fig. 3. Digital tmperature meter 

Function Code Contents

03 D-Register Continuous Read

06 D-Register Write

08 (Loop-Back Test)

16 D-Register Continuous Write

Table. 1. Suppor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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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DBUS RTU Parsing Logic

03 (0x03) Read Holding Registers 

Fig. 4. 0x03 Parsing Logic

06 (0x06) Write Single Register 

Fig. 5. 0x06 Parsing Logic

16 (0x10) Write Multiple registers 

Fig. 6. 0x10 Parsing Logic

[Fig 4, 5, 6] 와 같이 처음에 지원되는 기능 코드 인지 먼저 

확인하게 된다. 그 후 지원되지 않는 코드인 경유 예외 코드01을 

응답으로 보내지게 된다. (01)ILLEGAL FUNCTION

그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의 길이를 검사하거나 혹은 허용되는 값을 

확인하게 된다. 허용되지 않는 요청에 대해서는 예외 코드03을 응답으

로 보내지게 된다. (03)ILLEGAL DATA VALUE

다음으로 해당 요청 주소가 유효한지 검사하게 된다.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 코드02를 응답으로 보내지게 된다. (02)ILLEGAL DATA 

ADDRESS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읽거나 혹은 쓰게 되는

데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코드04를 응답으로 보내지게된

다.(04)SLAVE DEVICE FAILURE 

Ⅲ.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능들의 실험을 위해 임베디드 

MCU에 RS485 모듈과 UART 통신 기반으로 MODBUS 프로토콜을 

만들어 직접 제어가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실험 환경은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는 Atmega2560 MCU을 선정하였다.[Fig 7]는 실험을 

위해 구성된 시스템의 모습을 도식화하였다.

Fig. 7. MCU to Digital tmperature meter Line

여기서 MICOM과 연결된 디지털온도계와 MODBUS 통신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며 디지털온도계의 PV값을 읽어 와서 마이컴에

서 정보처리를 하고 마이컴에서 디지털 온도계 제어를 하기 위해 

디지털온도계에서 제공되는 기능 코드를 사용하여 SV값을 제어하게 

실험 하였다.

먼저 MCU에서는 통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변장치가 

ATMEGA2560 경우 UART, SPI, I2C가 제공되어 있어 디지털

온도계와 통신을 하기 위한 UART장치가 SOC로 제공 되고 있으며, 

UART통신은 비동기식과 동기식이 있는데 이 실험에는 비동기식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UART에서 나오는 신호는 보통 TTL신호레벨을 

갖기 때문에 노이즈에 약하고 통신거리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TTL신

호를 입력받아 노이즈에 강하고 멀리갈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IC를 LINEDRIVER/RECEIVER라 부르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RS232, RS422 및 RS485가 있다.

이 논문의 실험은 RS485통신으로 실험을 하며 TTL 컨버터는 

MAX485IC를 사용하여 TTL레벨을 RS485로 컨버터 하여 

MODBUS 프로토콜을 전송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21

Fig. 8. Modbus communication example

[Fig 8]은 기능코드 03(Read Holding Registers)을 사용하여 

현 디지털온도계의 PV값 요청을 하여 MCU에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싱을 하였다

Fig. 9. Set Sv Value

기능코드 06(Write Single Registe)으로 디지털 온도계의 SV값을 

쓰기 요청을 하게 되면 디지털온도계에서 응답 메시지를 보내고 

쓰여진 SV값은 디지털온도계 내부 EEPROM에 저장되게 된다.

Ⅳ.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MODBU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화 및 제어에 

꼭 필요한 통신 제어를 행하였다. 이를 위해 MCU에 UART 통신으로 

MODBUS 프로토콜을 생성하여 TTL 레벨 출력을 RS485 컨버터를 

통하여 디지털 온도계와 통신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 자동화 장비에 

연결하여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과 원초적인 UART 통신은 

직렬 통신 중 속도가 타 통신(I2C, SPI)에 비해 늦고 TCP처럼 통신프로

토콜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어 신뢰성, 전송속도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MODBUS 통신은 공장자동화 분야뿐만이 

아니라 빌딩 자동화, 교통 자동화, 설비 자동화 등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의 

제어를 위한 통신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인더스트리 4.0시대에 매우 

큰 기반 기술이다. 따라서 MODBUS 프로토콜 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각 장비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뿐만 

아니라 연산을 위주로 하는 MPU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검증과 

기능,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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