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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조업에서 공정의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실

시간으로 정보들을 수집하여 공정마다 최적화된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한 실시간 모

니터링 시스템은 제조 프로세스의 긴급 상황을 감

지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의 상태 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해야 한

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의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할 때, 공장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수행되도록 보장되어야하며 이는 측정 및 데이터 

통신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분산형 구조 기반의 임베디드 네트

워킹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직렬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입력으로 작동하는 온도센

서, 전류센서 등과 같은 많은 중요한 파라미터를 갖

는 실시간 제어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1].  이

를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DC 

Power Supply를 가상의 제조·공정장비로 대체하여 

사용하였고, 발생하는 실제 센서데이터 (전류, 전압)

를 디지털 미터로 수집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임베디드 네트워킹을 구현

하였다 [2]. 

임베디드 네트워킹에서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노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포함된 IoT 디바

이스를 사용한다 [3]. 센서와 노드 간의 데이터 통

신에는 직렬통신 프로토콜의 RS485를 표준으로 하

는 Modbus RTU를 이용하며 노드와 클라우드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은 IP기반의 Modbus TCP를 이용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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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real-time monitoring system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는 하드웨어 (HW) 및 소프트웨어 (SW)를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

고받는 데 사용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

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하고, 5장에

서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목표에 관해 논의한다.

Ⅱ. 시스템 구조

제조현장에서 전압, 전류, 온도, 진동과 같은 파

라미터들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장비나 기계의 실시

간 모니터링 및 관리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베디드 IoT 디바이스

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본으로 한 분산형 모니터

링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본 시스템에서는 통신 프로토콜로서 Modbus 

RTU와 Modbus TCP를 사용한다. IoT 디바이스는 

Modbus RTU를 사용하여 최대 32개의 엔드 포인

트를 제어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엔드 포인

트로서 Autonics 社의 디지털미터 (MT4W-DV-49)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미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위해 Modbus TCP에 

맞는 데이터 패킷 변환이 필요하다. IoT 디바이스

는 데이터 패킷을 변환하는 컨버터 역할을 수행하

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용 데이터 수집

을 목표로 한다.

1. IoT 디바이스

본 시스템에서 머신 또는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패킷변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컨버터 역할을 수행하는 IoT 

디바이스를 개발하였다. IoT 디바이스의 MCU 

(Micro Controller Unit)는 ARM Cortex-M3 

STM32F10x를 사용하였다. 또한 데이터통신의 

USART 인터페이스 및 이더넷 통신을 위해 여러 

주변 장치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사양을 표1

에 정리했다.

로컬 PC는 IoT 디바이스와의 데이터 통신에서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로컬 서버 및 백업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소프트웨

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상태를 표시한다.

IoT Device Specifications

-MCU: ARM Cortex-M3

-Ethernet: W5500

-Serial Communication:

 Max485, Max3232

-EEPROM: AT24C16

-Power Supply: 24V DC

표 1. IoT 디바이스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Io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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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 디바이스 구성도

Fig. 2 Diagram of IoT device

그림 2는 IoT 디바이스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

어그램이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IoT 디바이

스는 RS485를 표준으로 하는 직렬 Modbus 통신을 

사용하고 Modbus RTU 전송방식을 통해 디지털 미

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이더넷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Modbus RTU에서 Modbus TCP로

의 데이터 패킷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소프트웨어 플랫폼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로컬PC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C# Winform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차트 형식으로 표시되며 클라

우드 네트워크에서 공유하기 위해 웹 서버에 연결

되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을 구현할 수 있다 [5].

그림 3은 로컬 PC상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내는데, IoT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통

해 제공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된 다음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

다. 또한 산업 자동화 네트워크에서 Modbus TCP

를 통해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

계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산업용 기계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형식을 만들기 위해 데이

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쿼리되

는 속도가 빠른 Non-SQL기반의 몽고DB를 사용하

였다.

그림 3. 로컬 PC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구조

Fig. 3 Overall structure of software running

on local PC 

그림 4. IoT 디바이스 #1의 실시간 모니터링

Fig. 4 Real-time Monitoring of IoT device #1

또한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

해 매 5초마다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RESTful API 

웹 아키텍처를 사용하였다. 그림 4는 로컬 PC에서 

실제의 디지털 미터 값 (전압, 전류)을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이다. 빨간 선과 초

록 선은 사용자 설정 기준 값을 나타내며, 파란 선

은 시간별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디지털 미터로 측정된 DC Power Supply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

간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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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발한 공장모니터링 시스템

Fig. 5. Designed factory monitoring system 

3.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그림 5는 2.1절과 2.2절에서 언급한 IoT 디바이

스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전체적인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현한 모습이다. DC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가상의 머신을 대체하였고 

Autonics 社의 디지털 미터로 읽은 데이터가 모니

터링 소프트웨어 화면에 나타나고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하였다.

Ⅲ.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본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현하기 위해 Modbus RTU와 Modbus TCP 간에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

드 서버 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Modbus TCP를 통

해 수행되는 반면, Modbus RTU는 IoT 디바이스에

서 디지털 미터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데 사용된다.

1. Modbus 프로토콜

Modbus는 1979년 미국의 Modicon 社에서 개

발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신방식 중의 하나로 자리잡

게 되었다.  Modbus 통신의 종류는 크게 Modbus 

Serial, Modbus plus, Modbus TCP/IP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Modbus Serial은 다시 

RS-232 기반 Modbus, RS-422 기반 Modbus, 

RS-485 기반 Modbus로 세분화되고 Modbus의 전

송방식에 따라 RTU 전송방식과 ASCII 등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6].

그림 6. Modbus ASCII 메시지 프레임

Fig. 6 Modbus ASCII message frame

그림 7. Modbus RTU 메시지 프레임

Fig. 7 Modbus RTU message frame 

그림 8. Modbus TCP 메시지 프레임

Fig. 8 Modbus TCP message frame

본 논문에서는 RS-485기반의 Modbus 통신과 

Modbus TCP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Modbus의 전

송방식은 Modbus RTU를 사용하였다. 시리얼 통신

에서 RS-485의 장점은 여러 장비들을 하나의 망으

로 묶을 수 있으며, 하나의 master에서 여러 개의 

slave들과 통신할 수 있다. 

시리얼 전송모드는 데이터 인코딩 방식에 따라 

아스키와 RTU 모드로 나누어진다. 아스키 모드에

서는 한 바이트가 두 개의 아스키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효율이 떨어지지만, RTU 모드

에서는 이진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

런 문제가 없다. 시리얼통신에 기반한 Modbus를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한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고 원격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Modbus TCP를 이용한다. 각각에 대한 메시지 프

레임을 그림 6, 7, 8에 나타냈다 [7].

2. Modbus 프로토콜 변환

본 시스템의 목적은 실시간으로 제조용 장비나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버와 디지털 미터간의 데이

터 통신프로토콜의 변환이 이뤄져야 한다 [8].

그림 9는 Modbus RTU를 Modbus TCP로, 또

는 그 역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다. 프로토콜 변

환은 응답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여 이루어지는

데 블록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서버에서 데

이터를 요청받아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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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odbus 프로토콜 변환 블록다이어그램

Fig. 9 Block diagram of converting

Modbus protocol

Modbus TCP의 헤더 조건을 판단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직렬통신을 이용하는 디지털미터에서 데

이터를 요청받기 위해 Modbus RTU 데이터 프레임

으로 패킷이 변환된다. 그리고 수신된 데이터는 클

라우드 서버로 전송되어져야 하므로 또다시 역으로 

프로토콜 변환이 이루어진다. 만약 디지털 미터에서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처음의 순서로 돌아가 서버

의 요청을 기다린다.

Ⅳ. 클라우드 플랫폼

그림 10은 IoT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및 원격

관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플랫폼의 구성

도이다. IoT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요청 

받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클라우드 서버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용 웹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한다. 웹 애플리케

이션은 데이터 분석 및 차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

는 웹 브라우저이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장의 제조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웹 서버의 데이터를 지원

하기 위해 웹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 RESTful API

를 사용했다 [9]. 그림 11에서 13은 각 데이터베이

스 구조 및 웹 애플리케이션의 쿼리 데이터를 보여

준다 [10].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그림 1의 공장영역에서 데이터

그림 10. 클라우드 플랫폼 구성도

Fig. 10 Configuration of cloud platform

그림 11.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Fig. 11 Database structure on cloud platform

를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디지털 미터와 IoT 디바이스간의 연결 구조

를 형성한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클라우드 서

버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실시간 원격 모

니터링을 제공한다.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압 값은 실제 시

스템의 시뮬레이션으로서 직류 전압·전류 발생장치

에 의해 생성된다. 시간별 변화량은 차트에 실시간

으로 표시되며, 붉은 색 선은 사용자 설정 값, 녹색 

선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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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실시간 측정값

Fig. 12 Monitor value in realtime on web application

그림 13. 웹 애플리케이션의 쿼리 데이터

Fig. 13 Query data on we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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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된 데이터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사용

자는 원하는 시간, 날짜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차트에서 보이는 검은 점은 디지털 미

터가 데이터를 측정 할 때의 각 작업시간을 나타내

며, x축과 y축은 각각 작동시간과 측정된 데이터 

값을 가리킨다. 이는 IoT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

니터링 기능을 넓게 확장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향후 분석 및 진단을 

위한 시스템의 소스로 사용된다.

Ⅴ. 결론 및 향후 목표

본 논문에서는 제조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기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해 

기계의 주요 운전 파라미터 즉, 전류, 전압, 전력소

비, 온도, 진동 등의 값을 측정하고 수집하여 원격

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산형 구조 기반 IoT 플랫폼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는 IoT 디바

이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웹서

버를 위한 RESTful API를 지원함으로써 원격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로컬 PC와 웹 어플리

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결과

는 그림 4와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향후 목

표는 딥러닝 등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분석 데이터

에 적용하고, 최적화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의 상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

발이다. 또한 기존의 IoT 디바이스와 디지털 미터

를 결합하여 데이터 측정 및 통신을 위한 종합 기능

을 갖춘 새로운 IoT 디바이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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