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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자 통신 기술은 모든 산
업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산업 제조 공장과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어 분야에 적용되어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왔다. 산업 네트워크
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기계 장비, 측정 
장비, 감시 장비, 제어 장비 등 개별 목적에 맞도
록 제각각 제작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비
들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와 통신 방식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많은 종류의 통신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최
근에는 필드 버스 프로토콜로서 표준화하고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
고 있다[1].

산업용 통신에 적절한 이더넷을 만들기 위한 

11개의 개념들이 현재 IEC 61158 내에 표준화되
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기존 필드 버스 솔루션과 호환되는 산업
용 실시간 이더넷 솔루션만을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Profinet과 EtherNet/IP에 관한 솔루션을 기본으
로 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의 시장 선도자 Siemens 

/PNO와 Rockwell/ODVA에서 제작되는 기술들
과 유럽에서 EtherCAT(Beckhoff/ ETG), POWER-

LINK(B&R/EPSG) 그리고 Sercos III(Bosch-Rexroth/ 

ITG) 솔루션들이 다른 기술들 보다 앞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업자들을 위하
여 산업용 이더넷에 의해 소개되는 어떤 기능이
든 무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필드 버스 
솔루션의 디바이스 프로파일과 애플리케이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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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들과 호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산업용 모니터링 보드를 설계하였다. 설
계된 보드는 모듈형으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
되는 UDP, CAN, RS485 통신 방식에서 사용되는 
NMEA0183, CAN Bus Protocol, IEC-61850, MOD-

BUS의 통신 프로토콜을 각각 지원하도록 제작하
였고[3], Ethernet으로 일괄 전송할 수 있도록 프
로토콜 변환부를 설계하여 포함하였다. 개별 통신
을 지원하는 모듈들을 메인 통신 게이트웨이에 
슬롯형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II. 본  론

산업용 통신 모니터링과 프로토콜 변환의 개념
도는 그림 1과 같다. 산업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산업용 시스템과 장비
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센
서로 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같이 모
니터링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종 
장비들의 각기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모니터링 장
비에서 쉽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변
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수의 장비들을 동
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진다[4].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에 가장 많
이 사용하는 CAN 통신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

호를 입력받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이더넷으로 
프로토콜 변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여러 장
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장성 있도록 슬롯형으
로 설계하여 이론적으로는 최대 256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그림 2에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통신 게이트웨
이 메인 보드의 디자인을 나타내었다. PC에서 펌
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RS485포트를 두었으며, 가운데 입출력 통신을 지
원하는 보드를 슬롯타입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4

채널을 지원하도록 고안하였다. 이들 슬롯들을 통
하여 메인보드와 서브 보드간의 통신을 지원하며 
이 또한 RS485 통신타입으로 설계하였다. 딥스위
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채널 선택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고, 메인 전원은 DC24V, 3A이
지만 슬롯 및 확장 커넥터 전원공급을 가능하도
록 DC5V, DC15V의 전원 출력부도 같이 설계하
였다.

메인 보드의 세부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MCU : AVR 128 Microprocessor

2. Input Port : 외부 데이터 입력용 40PIN

3. I/O Card Slot : 데이터 입출력 카드용 슬롯 
4CH

4. ISP Download : 메인보드 MCU 다운로드용 
포트 1CH

Fig. 1 The Structure of Industrial monitoring Board for various Commun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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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unication : 메인보드 통신용 포트 RS485 

2CH

6. DIP Swich : 입/출력 포트 제어 스위치
7. LED : 상태 출력 포트

Fig. 2. The Design of Communication Main Board for 
Industrial Monitoring.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슬롯형 통합 통
신 메인 보드를 나타내었다.

Fig. 3. The Developed Slot type Main Board for Com-
munication Testing.

IV. 결과 및 고찰

표 1은 4가지 통신 프로토콜 전송 결과를 나타
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통신 프로토콜은 NMEA0183, 

CAN Bus Protocol이며 Analog, Digital 데이터도 
전송하여 실험하였다. 사용된 데이터의 수는 1000

개 이며, 전송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이더넷 통신
방식의 UDP프로토콜로 전송받았을 경우를 실험
하였다.

Table 1. The data Communication Error.

The Type of 

Protocol

Success

[ea]

Fail

[ea]

Error

Rate

 NMEA 996 4 0.4%

CAN Bus 993 7 0.7%

Analog 991 9 0.9%

Digital 997 3 0.3%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현장 적용 노하우가 필요한
데 이러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부족하여 간
단한 모니터링 개발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용 통신 모니터링 보드를 설계하였다. 개발된 
보드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CAN 통신 
방식의 데이터를 Ethernet 방식으로 자동 변환을 
지원하고,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바
로 읽어 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러 대의 장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통신 프로토콜의 지원이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 변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
다. 통신 프로토콜 변환 실험 결과 2가지 프로토
콜과 Analog, Digital에서 1% 이하의 오차율을 
나타내어 매우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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