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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산업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의 해석과 변환기 개발을 위해 소요 되었던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용 네트워크의 통신 프로토콜을 해석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해석하여 사용자 프로토콜

로 재구성하여 재전송 할 수 있는 프로토콜 컨버터를 개발 하였다.  개발된 사용자 프로토콜 컨버터는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로 구성되며 Modbus, NMEA0183과 이더넷을 지원한다. 하드웨어 메인 프로세서는 AVR128을 사용

하였고, 직렬 통신부, Ethernet 통신부를 배치하였다.  데이터 전송 실험 결과 매우 우수한 전송률과 변환율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want to able to reduce the time effectively about the analysis of protocol and development of 
protocol converter in industrial network.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the user protocol converter that can be to 
analysing  the communication protocol in the industrial network. and also that is able to converting to user protocol and 
transmitting to another network. The developed user protocol converter was consist of S/W and H/W, and is supporting 
the Modbus, the NMEA0183 and the ethernet. The hardware main processor was used the AVR128, and placed the 
serial communication part and the ethernet part in converter board. The experiment results, we acquired very high 
transmission rate and conver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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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

해 각종 하드웨어 장치와 통신을 통해서 프로토콜을 

취득 및 해석하여 디스플레이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산업 모니터링에는 발전

소, 공장, 제조 상태의 모니터링과 제어 그리고 시스템

의 데이터 로깅이 포함된다. 생산 경쟁력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기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었고, 최근

에는 성능, 품질, 제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자동화 효

율성 등에 대한 강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

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통신방식이 생겨나고 있

다. 다양한 산업 네트워크 기술은 최근 이더넷

(Ethernet) 기반의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추세이나 여전히 약 10여중의 네트워크가 혼재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더넷에 기반을 둔 통신과 관련된 산

업용 자동화 및 모니터링 시장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필드 버스(field bus)들과 함께, 여러 다

양한 프로토콜 표준들이 산업용 실시간 이더넷에 사용

될 수 있으나, 이것들은 디바이스 제조사들에 의해 지

원되어야 함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최근에 개발

되어진 장비들의 경우 산업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되

고, 유무선 통신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값비싼 장비를 추가 구매하여야 

하고,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및 분석 프로그램 등을 추

가 구매하여야 한다[1,2].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의 경우 

적용 현장의 환경 및 하드웨어 구성 사양에 따라 다양

한 종류와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이 되어 있기에 산업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매번 하드웨어 시스템 분석과 통신 프로토콜 해

석 작업을 통해 개발을 하고 있어 많은 개발 비용 및 시

간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는 

필수적으로 각종 통신 방식(RS232, RS422, RS485, 
ProfiBus, CAN, Ethernet 등) 및 각종 통신 프로토콜

(Modbus, NMEA series, TCP/IP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현장 적용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부족하여 간단한 모니터링 개발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3-5].
따라서 이러한 제조업자들을 위해, 산업용 이더넷에 

의해 소개되는 어떤 기능이든 무난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기존의 필드 버스 솔루션의 디바이스 프로파일과 애

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과 호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산업용 모니터링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통신 

방식과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개의 장비에 적

합한 프로토콜 컨버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련 장비의 인터페이스 프로토

콜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NMEA0183과 산업용 시

리얼 통신(serial communication) 표준 프로토콜 중 하

나인 Modbus와 이더넷 기반의 장비간의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 컨버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컨버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본 통신 방식인 시리얼 통신과 이

더넷간의 데이터 변환 및 전송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프로토콜 해석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획득 프로그램과 해석된 데이터를 사용자 프

로토콜로 변환하여 컨버터에 펌웨어(firmware)에 업로

드(upload)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Ⅱ. 프로토콜 컨버터 구조

2.1. Modbus와 NMEA0183 프로토콜 분석

Modbus 프로토콜은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로서 단순

하지만, 장비 제어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산업용 전자 장치들을 서로 연

결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또한 프로토콜이 공개

되어 있고,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비트단위 또

는 워드(16bits) 단위로 정보조작이 용이하며 약 240개
의 장비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Modbus의 master/slave 기반 프로토콜로서 프레임 

포맷(frame format)은 통신 네트워크의 종류와 요청 정

보의 형식에 따라 RTU(remote terminal unit), ASCII, 
TCP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프레임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에는 디바이

스의 주소, 함수 코드(function code), 데이터 영역(data 
area), 오류 체크(error check)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크기는 함수 코드(function code)에 의해 가변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특히, 함수 코드와 데이터 영역 부

분을 PDU(protocol data unit)라고 한다[6].  
NMEA 0183은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

기 위한 규격으로 현재는 해상 전자장비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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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NMEA0183 and Modbus protocol

표준으로 법제와 되어 있어 선내 모든 장비는 NMEA 
표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통신 방식에 사용되

는 데이터들은 주로 자이로컴퍼스, GPS, 나침반, 관성

항법장치(INS)에 사용된다.
NMEA0183은 미국의 해양 전자공학 산업의 발달과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NMEA(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정의해 놓았다. 
NMEA0183은 ASCII와 직렬 방식의 통신을 사용하며 

데이터 포맷(data format)은 그림 1과 같이 주소 필드

(address field), 데이터 필드(data field), 오류 검사를 위

한 체크 섬 필드(checksum field)와 연속 메시지 전송 필

드로 구성된다[7]. 
Modbus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와 NMEA0183의 

데이터 구조를 해석하여 Modbus의 데이터 영역과 

NMEA0183의 데이터 필드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토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컨버터

를 구성할 수 있다.

2.2. 프로토콜 컨버터 구조

산업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각기 다른 하드웨어 시스

템과 디바이스들은 여러 가지 통신방식과 통신 프로토

콜을 사용하지만 프로토콜 컨버터를 위한 구조는 크게 

보면 통신방식 분석, 데이터 프로토콜의 해석과 변환이

라는 기본 단계를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프로토콜 컨버터 처리 과정을 사용하였으며 펌웨어로 

수행되도록 구성되었다. 
직렬 통식방식과 이더넷 통신 방식으로 입력되는 

Modbus와 NMEA0183 데이터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해

석 모듈을 거치면서 개개의 프로토콜 구조에 따라 분해

하게 된다.  분해된 데이터는 프로토콜 변환 모듈을 거

치면서 사용자 프로토콜로 변환되어 이더넷 통신방식

으로 출력되어 모니터링과 제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ig. 2 The flowchart of protocol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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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토콜 컨버터 프로그램 구조

여러 통신방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해석 및 변

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획득된 데이터를 사용자 프

로토콜로 전송하기 위하여 재구성하여 펌웨어에 업로

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odbus와 NMEA0183 프로토콜인 

경우에 사용자 프로토콜의 생성이 용이하도록 그림 3
과 같은 절차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NMEA0183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비들은 거의가 표준화되어 있

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용이하지만 

산업용 통신에서 사용되는 Modbus의 경우에는 개별 

장비마다 개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 이를 해

석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Modbus 프로토콜은 16진수인 “Hex” 데이터가 주로 

전송되고, NMEA0183 프로토콜은 문자형인 Chr”데이

터를 전송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먼저 각각의 통신방

식으로 입력되는 프로토콜을 필터링하여 프로토콜의 

종류를 정의한다. 프로토콜의 종류가 확인되면 통신 

프로토콜에 정의된 통신 오류를 감지하는 코드를 찾아

서 제거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통신 구문의 

구조에 따라서 분석(parsing)한 다음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는 데이터 부분만을 추출하여 출력 프로토콜을 생성

하도록 한다.

Fig. 3 The flowchart of protocol analysis program

Ⅲ. 프로토콜 컨버터 제작

3.1. 프로토콜 컨버터 하드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토콜 컨버터의 하드웨

어 구성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메인 프로세서는 

AVR128을 사용하였으며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여

러 가지 통신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렬통신부

는 RS232와 RS485 통신방식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무
선통신인 블루투스(bluetooth)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

가로 RS232 통신부를 배치하였다. 데이터들은 표준 이

더넷으로 전송하도록 직렬통신을 이더넷으로 변환하

는 모듈이 장착되며, 외부 확장을 위한 입출력 커넥터

도 추가하였다. 직렬 통신부는 프로토콜 컨버터의 사

용자 프로토콜의 로더 프로그램과도 연동되도록 하여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을 펌웨어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The block diagram of protocol converter hardware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용자 프로토콜 컨버

터 보드를 나타내었다. 가운데가 메인 프로세서이며, 
왼쪽 상단에 RS232 통신부를 배치하였고 하단에 

RS485 통신부를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이더넷 통신부

를 배치하였다.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입출력 커넥터를 가운데 두었으며, 외부 확장을 위한 

포트도 우측에 배치하였다.  개발된 프로토콜 컨버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자 프로토콜

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PC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RS232 통신을 통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우측 

아래쪽에 배치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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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rotocol converter hardware

3.2. 프로토콜 컨버터 프로그램

그림 6에는 프로토콜 취득 소프트웨어를 나타내었

다. 사용자가 시리얼통신으로 PC와 연결하고 디바이스

가 Master 또는 Slave 상태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입력

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화면에 디스

플레이 하여 수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프로토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전송된 데이터는 문자

형(Chr)이거나 16진수(HEX)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저장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 The protocol acquisition program

Fig. 7 The main board loader program

그림 7은 제작된 프로토콜 컨버터에 사용자 정의 프

로토콜을 로드하는 프로그램이다.  메인 보드와 통신하

여 사용자 프로토콜 구조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 프로토콜이 설정된 프로

토콜 컨버터는 Modbus나 NMEA0183으로 입력되는 데

이터를 자동으로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전

송할 수 있게 된다. 

3.3. 실험 결과 및 고찰

개발된 사용자 프로토콜 컨버터 보드를 이용하여 두 

개의 프로토콜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변환하여 재전송

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먼저 프로토콜 컨버터를 

거친 데이터가 잘 전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송 오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송된 데

이터가 컨버터를 거치면서 오류가 발생한 정도를 확인

하는 프로토콜 변환 오차를 검사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통신프로토콜은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TCP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

면 재전송을 요청하여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

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수는 

1000개이며 RS232C 직렬 통신 방식으로 NMEA0183 
프로토콜과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된 데이

터를 프로토콜 변환기에서 사용자 프로토콜로 변환하

여 이더넷 통신방식의 UDP프로토콜로 전송받았을 경

우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Modbus의 경우에 0.3%의 데이터 전송 

오류와 0.7%의 프로토콜 변환 오류가 발생하였다. 
NMEA0183의 경우에는 0.4%의 데이터 전송 오류와 

0.6%의 프로토콜 변환 오류가 발생하여, 두 경우 모두 

매우 우수한 전송률과 변환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communication Error Rate

Test Error Protocol Success
[ea]

Fail
[ea]

Error
Rate

Data 
Transmitting 

Error

Modbus 997 3 0.3%

NMEA 996 4 0.4%

Protocol 
Converting

Error

Modbus 993 7 0.7%

NMEA 994 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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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odbus와 NMEA0183의 프로토콜을 

해석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여 전송 가능한 

사용자 프로토콜 컨버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용자 프로토콜 컨버터는 Modbus 프로토콜

과 NMEA0183 프로토콜로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자 정

의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이더넷으로 전송이 가능하였

다. 이 경우에 데이터 전송 오류와 프로토콜 변환 오류

를 실험하여 매우 우수한 전송률과 변환율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된 사용자 프로토콜 컨버터는 

산업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에 통신 

및 프로토콜 해석에 들어가는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신 모듈을 설계할 필요가 없어 하드

웨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것이다.
다양한 산업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 디바이

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신 모듈의 추가, 하드웨어 

최적화, 프로토콜 분석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선 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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