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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임 OPC UA 솔루션

OPC UA란?

산업용 통신으로 많이 사용하던 기존 OPC(Classic OPC) 통신은 COM(Com 

ponent Object Model)과 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 기반

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운영시스템과 원격접속(Remote Access)에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통신표준이 OPC UA(Unified 

Architecture)이다. OPC UA는 TCP/IP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운영시스템

에 제약이 없으며, 방화벽(Firewall)을 통해 외부에서의 원격접속(Remote Access)

이 가능하다.

그림 1. OPC UA Targe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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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OPC UA는 PLC, DCS와 

같은 장비에서부터 MES, SCADA, HMI 및 전체 운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표준이다.

왜 OPC UA인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OPC UA는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

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용 통

신표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계장치 간에 

공유되는 정보나 규모가 큰 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정보들

을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과 융합시킬 

수 있는 통신표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를 공유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OPC UA는 소형 장치들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

스템 간의 통신까지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통신표준

이다. OPC UA는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

족하는 기반 통신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모다임 OPC UA 솔루션

㈜모다임은 2011년 OPC Member에 가입, 2013년 

Modigm OPC UA 1.0 서버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OPC 

Foundation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출시했다. 올해에

는 새로운 OPC UA 버전에 대응하는 Modigm OPC UA 

2.0을 개발하고, OPC Foundation의 인증을 통과한 제

품을 출시했다.

모다임 OPC UA 솔루션은 산업 현장의 요청을 기반으

로 제품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다. OPC UA 서버에서 출

발하여 OPC UA 클라이언트 툴킷, Classic OPC와 OPC 

UA를 이어주는 제품군,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

는 제품군으로 확장되었다. 그림 2는 모다임 OPC UA 솔

루션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모다임 OPC UA Server

모다임 OPC UA 서버는 OPC UA 규격을 완벽하게 지

원하고 있으며, OPC 협회(OPC Foundation)의 인증을 국

그림 3. OPC Foundation 인증 로고그림 2. 모다임 OPC UA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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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초로 통과한 서버이다. 현재 모다임 OPC UA 서버 

2.0 버전이 고객사에 제공되고 있다.

모다임 OPC UA 서버는 해당 장비의 드라이버를 통

해 다양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드라

이버를 통해 서버와 장비가 연결되면, 서버에서는 장비

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클라이언트가 해당 

데이터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서버는 OPC UA 클라이

언트 기능이 있는 HMI, SCADA, MES 등과 같은 다양

한 클라이언트들과 연결이 가능하다. 서버와 클라이언

트 간의 연결은 SSL/TLS와 X.509을 통해 보안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방화벽을 통해 서

버와 원격접속(Remote Access)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서버와 장비 간 데이터 매핑을 위해 사용되

는 서버 매니저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설정된 데이터 태

그를 참조하여 모다임 OPC UA 서버에서 어드레스 스페

이스(Address Space)를 생성하고, OPC UA 클라이언트

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 툴킷

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 툴킷은 OPC UA 클라이

언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용 툴킷이다. 이 툴킷은 라이브러리 파일, 사용설

명서, API 참조 가이드, 샘플 소스로 구성된다. 사용하기 

쉽게 구성된 API 함수를 통해 개발자들은 신속하게 OPC 

UA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툴킷의 API 함수들은 서버와 연결하고, 원하는 데이

터를 읽고 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 툴킷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OPC UA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도, 툴킷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들을 

호출하여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OPC UA 클라이언트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그림 6은 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의 블록도이다.

그림 7은 툴킷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프로

그램이다. 이 샘플 프로그램은 개발자들에게 소스 형태

로 제공된다.

그림 4. 모다임 OPC UA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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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다임 OPC UA 서버 매니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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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를 적용하여 기존 ERP, 

MES, SCADA, HMI 등에 OPC UA 클라이언트 기능

을 추가하여 이들 응용 프로그램들이 OPC UA 서버와 

연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반도체 장비 제어, 

생산자동화 설비, 모니터링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다임 OPC UA Wrapper

모다임 OPC UA Wrapper는 Classic OPC 서버를 OPC 

UA 서버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사용자들

이 기존에 구축한 Classic OPC 서버를 OPC UA Wrapper

에 연결하면 OPC UA 클라이언트에서 OPC UA 서버처

럼 연결이 가능하다. Classic OPC 시스템 장비 교체 없이 

OPC UA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7. 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 툴킷 기능 테스트 샘플 프로그램그림 6. 모다임 OPC UA 클라이언트 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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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다임 OPC UA Wrapper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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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모다임 OPC UA Wrapper의 적용 사례이다. 

Classic OPC로 생산라인의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ERP, MES 등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Classic 

OPC 통신을 OPC UA 통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시

스템보다 안정적으로 원격접속(Remote Access)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하드웨어 시스템을 그

대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만으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모다임 임베디드 OPC UA

모다임 임베디드 OPC UA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

된다. 다양한 OS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OPC UA 마이크로 서버(Microserver) 

프로파일을 지원하여 리소스가 제한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는 리눅스, 안드로이드, 윈

도우이고, 필요한 메모리 서버는 ROM 800KB, RAM 5MB, 

클라이언트는 ROM 600KB, RAM 2MB이다.

그림 10은 모다임 임베디드 OPC UA를 이용해 제작

한 데모용 안드로이드 OPC UA 클라이언트 앱이다.

모다임 임베디드 OPC UA는 적은 메모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OPC UA 서버/클라이

언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oT(Internet 

of Things), IIoT(Industrial IoT),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 팜(Smart Farm) 등에 사용되는 임베

디드 장비에 적용 가능하다.

그림 9. 모다임 임베디드 OPC UA 데모 환경과 지원 운영체제

그림 10. 데모용 OPC UA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