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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d a level 2 middleware with common services for controlling 

steel plants, which is named POSMOS. POSMOS supports eight middleware services currently, 

but, this paper described in detail two representative services of the common services: file 

service and external communication service and their respective measured performance. In the 

experiment section, we described the performance of the two representative services and a case 

using our middleware which shows better response time than the existing commercial middleware 

by abou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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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철강 산업은 생산비용 절감, 안정적인 품질관리, 

안전 등을 목적으로 철강 플랜트용 공장 자동화 시

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장 자동화 시스

템 구성원 중에서 레벨 2 제어 시스템 (이하 프로

세스 컴퓨터)은 철강플랜트 제어 수식모델, 센서 데

이터 수집, 수 ms 단위의 공정분석용 실적 데이터 

관리 등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수행한다.

프로세스 컴퓨터는 설비장치 변경, 서버 교체 등

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환경으로 소프트웨어를 이

식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용 미

들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하드웨

어 사양 제약성, 미들웨어 자체 수정 불가 등의 이

유로 철강플랜트 제어에 특화된 프로세스 컴퓨터용 

자체 미들웨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포스코 및 해외 유수 철강업체는 공장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EIC 시스템으로 명명하고 있다. 시

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레벨 0로부터 레벨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EIC 시스템 계층 구조

Fig. 1. EIC system architecture

레벨 0는 철강플랜트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센서, 철강플랜트의 구동을 담당한 액추에이

터로 구성된다. 레벨 1은 액추에이터와 각 센서에 

동작지시를 직접 명령하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DCS (Distribu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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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등으로 구성되며, 철강플랜트를 직접 제어

하므로 생산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인해 빠른 실시

간 응답성이 요구된다. 레벨 2는 철강플랜트를 제어

하는 PLC, DCS 등으로 구성된 공정의 흐름을 제어

하므로, 프로세스 컴퓨터라고도 한다. 많은 수의 제

어 알고리즘들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레벨 2에서 공

정제어를 위해 수행되므로 수십 ms 내외의 비교적 

빠른 실시간 응답성이 요구된다. 레벨 3은 각 공정

을 담당하는 레벨 2에 생산을 지시하거나 레벨 2로

부터 공정에 대한 최종 생산실적 수집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컴퓨터라고도 한다. 공정을 직접 

제어하지 않으므로 수 초 내외의 실시간 응답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들웨어는 레벨 2인 

프로세스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

세계 유수 철강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귀중한 자산인 조업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세스 컴퓨터를 위한 자체 미들웨어를 개

발하고 있다. 상용 철강설비를 사용할 경우, 설비에

서 제공된 미들웨어와 같은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엔지

니어를 파견하여 수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또한 공정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수정된 미들웨어

에 탑재하여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강 조업 노

하우가 설비업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

하여 개선된 철강설비가 경쟁 업체로 유출될 가능

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철강업체는 

독자적인 미들웨어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철강업체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일본제철의 경우, 자

체 개발한 미들웨어인 NS-SEMISYSTEM을 140 

여개의 공정을 담당하는 300대 이상 시스템에 적용

하였고, 적용한 결과 개발 생산성이 2~3배 향상되

었음을 보고하였다 [1,2]. 또 다른 유력 일본 철강

업체인 JFE의 경우 MIDDLESTAR라는 미들웨어를 

개발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0 ms 내외

의 실시간 응답성을 가지고 있어 저속공정에 적합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세계적인 철강설비 

판매업체인 지멘스 VAI는 해외에 철강설비를 판매

할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VAIronment라는 미들

웨어를 탑재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설비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 대한 정보를 차단하여 회사

의 지적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포스코도 다른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마이다

스라는 초기 버전의 미들웨어를 스미토모 금속공업 

[5]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나, 모든 서비스가 단일 

프로세스 내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확장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십 ms 내의 실시간 응답성이 

요구되는 고속 철강공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

한 개선요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들웨어 연구

의 토대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들웨어는 기존 철강공정 

제어용 미들웨어의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모든 철강

공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제안된 미들웨어는 제철소 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다양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여러 운영체

제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설계

된 미들웨어는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해 고속공정

인 열간압연공정에서 시험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된 미들웨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은 제안된 미들웨어

에 대한 실험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POSMOS: 철강플랜트를 위한 레벨 2 

제어 미들웨어

철강공정을 분석한 결과, 미들웨어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공유메모리, 태스크, 메시지, 파일, 

외부통신, 자원공유, 타이머, 모니터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설명 참조. 파일, 외부통신 서비스는 

다른 섹션에서 설명).

서비스 설  명
공유메모리 메모리를 응용간 공유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

태스크 서비스 사용 응용 관리 및 주기적 상태 확인

메시지 응용간 데이터 통신(동기/비동기)

자원공유 응용간 세마포어 지원 

타이머 응용 별 타이머 이벤트 큐 지원

모니터링 응용, 미들웨어 상태 정보 제공

표 1. 요구되는 철강공정 미들웨어 서비스

Table 1. Middleware service for stee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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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비스 중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유메모

리 서비스는 빠른 입출력 성능이 요구되는 공정에

서 여러 응용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비동기 메시지 서비스는 수신 응용에서 메시

지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메시지를 큐에 저장해 두

어, 수신 응용의 오류로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상황

을 방지하고 있다. 타이머 서비스에서는 드문 경우

이긴 하지만, 특정 시점에 여러 개의 타이머 서비스

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큐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POSMOS 미들웨어는 사용자 API, 커널 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로 나눌 수 있다. 사용

자 API는 미들웨어 서비스 사용에 드는 복잡한 절

차를 응용에 간단한 API 호출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커널 코어는 각 서비스 에이전트를 기동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 에이전트는 응용으로부터 

발생한 서비스 요구 처리를 담당하며, 채널 매니저, 

API 핸들러,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처리 모듈로 구

성된다.

사용자 API는 네트워크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TCP/IP를 통해 서비스 요구 및 응답을 매개한다. 

만약 서비스 요구 응용이 미들웨어가 탑재된 지역

서버에 같이 존재할 경우에는 성능향상을 위해 유

닉스 도메인 소켓을 사용한다.

그림 2. POSMOS 기본 구조 설명도

Fig. 2. POSMOS basic control flow diagra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구

체적인 수행동작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미

들웨어에 등록된 응용으로부터 서비스 요구가 채널 

매니저에 먼저 도착한다. 채널 매니저는 응용과의 

통신채널을 생성한 후 새로운 API 핸들러를 생성하

여 해당 요구처리를 전달한다. API 핸들러는 할당

된 통신채널을 통해 서비스 요구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응용으로부터 수신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필요

한 서비스를 서비스 처리 모듈을 호출하여 처리한

다. 서비스 처리 후 API 핸들러는 요구에 대한 처

리 응답 메시지를 응용에게 전달한다. 한 번 생성된 

통신채널과 API 핸들러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응용이 명시적으로 서비스 사용을 종료하거나 응용

과의 통신이상으로 장기간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응용의 다음 서비스 처리

를 위해 계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비스 관리자는 주

기적으로 응용 및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응용이 있거나 혹은 시스템 자원 회수 등을 

위해 통신채널 삭제, API 핸들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POSMOS는 분산환경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

여 설계되었다. 각 서버에 탑재된 POSMOS 미들웨

어는 각자 관리하는 응용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

환하여, 다른 서버의 응용이 미들웨어 서비스를 요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3. 파일 관리 구조

Fig. 3. File management structure

파일 에이전트는 철강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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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스택, 테이블, 키-데이터 형태의 파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파일들은 동일한 공통 메타 데이터 

구조를 통해 관리된다 (그림 3 참조). 철강공정에서

는 파일을 레코드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므로, 메타 

데이터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파일을 레코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큐/스택 파

일은 각 레코드의 논리적 연결 리스트와 레코드 내 

키-데이터 구조를, 테이블은 각 레코드의 논리적 순

서를 실제 파일 내 물리적 순서로 일치시킨 구조를, 

키-데이터 파일은 논리적 연결 리스트와 레코드 수

준 키-데이터 구조를 활성화하여 사용한다. 또한 메

타 데이터는 수정이 자주 발생하므로 디스크에는 

각 파일마다 메타 데이터 파일과 내용 파일로 구분

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외부통신 에이전트는 PLC와 DB에 데이터를 저

장하거나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강공정에

서 사용하는 데이터 입출력 패턴을 조사한 결과 

PLC와 DB접근 방법이 거의 유사한데에서 착안하

여 하나의 서비스 에이전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데이터 검색/저장 서비스는 모두 Get과 

Set API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외부 통신 

에이전트는 PLC와 DB의 추가/삭제와 각 장치의 특

징에 맞는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어

댑터 개념을 지원한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외부 통신 관리 구조

Fig. 4. Exter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tructure

Ⅲ. 실  험

POSMOS는 HP-UX, IBM AIX, MS Window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성능측정 결과 모

두 동일한 경향을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HP-UX 환경에서 측정된 실험 데이터 중 파일 서

비스와 외부통신 서비스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성능측정에 사용된 HP-UX 환경은 1.6 GHz CPU 

2개, 4GB 메모리, 130GB SCSI 디스크 2개로 하드

웨어가 구성되었고, 운영체제는 HPUX 11.23가 사

용되었다.

성능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휴지시간 없이 서

비스 요구를 미들웨어에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동시 

사용 응용의 수는 64, 128, 192, 250개 단위로 변

화시키고, 각 서비스 요구 크기는 1, 16, 32, 64KB 

단위로 변화시키며 평균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지

면상 일부 데이터만을 제시한다.

그림 5는 파일 서비스의 쓰기 성능을 측정한 것

이다.

(가) 테이블 타입 파일 쓰기

(나) 연결 리스트 타입(큐/스택) 파일 쓰기

(다) 키-데이터 타입 파일 쓰기

그림 5. 파일 서비스 쓰기 성능

Fig. 5. File write performance

키-데이터 파일은 메타 데이터 관리 구조에서 

키-레코드로 해시 테이블을 관리한다. 따라서 키 값

이 주어지면 파일 내 레코드 위치 정보를 얻기 위

해 메타 데이터에 한번 접근한 후 파일에 저장된 

레코드에 직접 접근한다. 테이블 파일은 파일에 저

장된 레코드의 인덱스 값을 직접 사용하므로 메타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없이 곧바로 파일에 저장된 

레코드에 접근한다. 따라서 키-데이터 파일 쓰기는 

한 차례의 메타 데이터 접근만 필요하므로 인덱스

로 직접 레코드를 접근하는 테이블 타입과 유사한 

성능이 측정된다. 연결 리스트 파일은 각 레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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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하므로 메타 데이터 관리 구

조에서 해당 레코드를 리스트에서 찾는 과정이 필

요하다. 따라서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므로 다른 타입의 파일 쓰기보다는 낮은 성

능을 보인다. 연결 리스트 타입 파일 서비스의 성능 

향상은 향후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 Set 성능

(나) Get 성능

그림 6. 외부통신 서비스 성능

Fig. 6. External communication performance

그림 6은 외부통신 서비스에서 PLC를 위한 

Set/Get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시 PLC를 대신

하는 별도의 응용을 구현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성

능을 측정하였다. PLC의 Set/Get 서비스는 이미 공

장자동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CP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Set/Get 서비스의 동작은 다음

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Set 서비스는 저

장할 데이터를 임시 버퍼에 저장해 둔 후 PLC의 

수신 준비가 되었을 때 TCP를 통해 전달한다. Get 

서비스는 수신할 데이터를 위한 임시 버퍼를 미리 

할당해 둔 후 TCP를 통해 데이터가 수신되기를 기

다린다. 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해당 응용에 전달

한다. Set/Get 서비스 모두 유사한 동작으로 구현되

었으므로 비슷한 성능이 측정되었다. 향후 PLC를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외부통신 프로토콜로써 

OPC (OLE for Process Control)를 지원하는 연구

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제안된 미들웨어를 고속 철강공정인 

열간압연 공정 [6]에 적용하였다. 열간압연 공정은 

제강공정에서 생산된 두께 250 mm 내외의 Slab 

철판을 초당 10 m 내외의 속도로 압연하여 두께 

1-20 mm 정도의 얇은 철판으로 만든 후, 이를 코

일로 감아두는 공정이다. 열간압연 공정은 압연부하

를 줄이기 위해 두꺼운 철판을 일정 두께로 미리 

압연하는 조압연, 제품에 요구되는 두께로 최종적으

로 압연하는 사상압연, 생산된 얇은 철판을 코일로 

감아 두는 코일권취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측정된 응답시간은 제안된 미들웨어가 적용된 시스

템의 각 세부공정에서 철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각 

위치에 따른 설정 계산값 (목표두께, 코일 권취속도 

등)을 PLC에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이

다. 조압연 설정은 가열로부터 가열된 Slab 철판을  

꺼내는 과정에서 테이블 내 위치를 추적하는 응용, 

가열된 Slab 철판을 압연기로 보내는 과정에서 테

이블 내 위치를 추적하는 응용, Slab 철판을 일정 

두께 및 폭으로 압연하기 위해 압연기의 제어정보

를 설정하는 응용, 설정된 제어정보를 PLC로 전달

하는 응용 등으로 구성된다. 사상압연 설정은 조압

연된 철판의 테이블상 위치를 추적하는 응용, 조압

연된 철판을 최종 목표 두께 및 폭으로 압연하기 

위해 압연기의 제어정보를 설정하는 응용, 설정된 

제어정보를 PLC로 전달하는 응용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코일권취는 사상압연된 제품 철판의 테

이블상 위치를 추적하는 응용, 제품 타입에 따라 코

일을 감는 속도 제어정보를 설정하는 응용, 설정된 

제어정보를 PLC로 전달하는 응용 등으로 구성된다. 

성능 비교를 위해 사용된 기존 열간압연 공정 응용

은 HP-UX 1.6 GHz CPU 6개, 12 GB 메모리, HP 

BaseStar [7] 미들웨어를, 본 미들웨어를 적용한 

공정 응용은 IBM AIX 4.2 GHz CPU 1개, 2 GB 

메모리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기존 열간

압연 공정 응용의 코드에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API 부분만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응용은 제안된 

미들웨어 서비스 중 자원공유, 타이머 서비스는 사

용하지 않았다. 적용하여 응답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약 32%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림7 참조).

그림 7. 열간압연 적용결과

Fig. 7. Hot rolling performanc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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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은 철강플랜트를 위한 레벨 2 제어 미들

웨어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미들웨어는 철강공정 제

어를 위해 필요한 공통 서비스들과 서비스를 사용

하기 위한 미들웨어의 기본 동작 구조를 설명하였

다. 또한 본 논문은 제안된 미들웨어의 대표적인 서

비스 에이전트인 파일, 외부통신 서비스들의 구조에 

대해 소개하였다. 실험에서는 소개된 서비스 에이전

트들의 측정된 성능들을 제시하였고, 제안된 미들웨

어를 고속 철강공정인 열간압연 공정에 적용한 결

과, 기존의 상용 미들웨어를 사용한 환경에 비해 각 

세부공정 설정에 대한 응답시간이 평균 약 32% 향

상되었음을 보였다. 향후 본 미들웨어는 포스코의 

표준 미들웨어로써 타공정에 확대적용이 진행될 예

정이며, 파일 서비스 성능 향상과 통신 서비스 추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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