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100   

서 론

IT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새

로운 기술이 끊임 없이 등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

고 있다. 하지만 제조 분야는 새로운 기술보다 안정성

을 선호하고,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제조업

체들은 IT 기술을 접목해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장비 및 시설을 네

트워크로 연결하고, 데이트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IIoT 통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으로 OPC UA를 소개하고자 한다.

OPC의 등장

OPC협회는 1996년에 PLC 특정 프로토콜(Modbus, 

Profibus 등)을 추상화해 HMI/SCADA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표준 인터페이스(OPC)를 발표하였다. OPC

는 Microsoft사의 OLE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OLE for Process Control의 약자이다. 발표 후 OPC는 

제조 분야는 물론 건물 자동화, 에너지, 유틸리티 등 여

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하지만 OLE 기술에 기반한 OPC는 초기에 Windows 

OS에 제한되었고, 보안 설정의 어려움과 성능의 문제로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제조현장의 대부분이 PLC

인 상황에서 OPC를 지원하는 PLC는 거의 없었으며, 기

존 PLC와 OPC 통신을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미들웨어

를 구축해야 하는 비용부담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OPC UA

2006년 협회는 기존 OPC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스템

에 독립적인 OPC UA(Unified Architecture) 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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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한다. 가장 큰 변화는 Microsoft에 종속적인 기

술(OLE)에서 벗어나 표준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독립성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

해서도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많은 자동화 제조사들이 자사의 PLC에 OPC 

UA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는 PLC와 통

신을 위해 별도의 미들웨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PLC에 종속적인 기술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OPC UA의 확장

구글에 검색 빈도를 통해 본 OPC UA의 관심도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미국은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

임을 제시하고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조 기술을 선

도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OPC UA의 관심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OPC U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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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

인 삼성전자도 2017년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IIoT 통신

에 OPC UA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OPC UA의 성능

제어 목적의 데이터 신뢰성과 속도가 중요한 산업용 

이더넷(PowerLink, EtherCAT 등)과 OPC UA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Intel Atom과 작은 용량은 CPU에

서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용 이더

넷은 대부분이 통신을 위한 카드를 설치해야 하고, 기본

적인 이더넷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주어야 하

지만, OPC UA는 일반적인 이더넷 카드와 회선을 통해 

산업용 이더넷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OPC UA 구조

기본적으로 Client, Server 구조를 가진다. 센서 및 제

어기 같은 정보 제공자가 Server의 역할을 하고, 측정

시스템이나 HMI/SCADA 시스템과 같은 정보 소비자

가 Client 역할을 한다.

Server, Client 모두 동일한 OPC UA Stack을 가지

며, 역할에 따라 SDK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SDK를 활

용해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다. OPC UA 초기에는 

개발의 어려움과 관련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완제품 형

태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도입 비용이 증가

하고, 사용자의 개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많은 시일

이 걸려 현재는 SDK 형태의 제품과 오픈소스를 활용해 

직접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OPC협회는 가입한 회

원사에만 제공하던 소스를 오픈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해

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PC UA with IEC61131-3

많은 PLC 제조사가 PLCOpen에 가입해 IEC61131-3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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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지원하는 PLC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OPC

협회는 PLCOpen과 협업을 통해 OPC UA 데이터와 PLC

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표준을 정했다. 이로써 사용

자는 PLC 내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설정이나 

작업 없이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검색만으로 PLC 

내부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OPC UA의 미래

처음 OPC는 PLC에 데이터를 HMI/SCADA 시스템

에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OPC UA는 새로운 이더넷 기술을 적용해 산업용 이더

넷을 대체하고, 제어용 데이터 전송까지 담당하려고 한

다. OPC UA는 산업용 이더넷과 달리 물리적인 이더넷

의 성능에 따라 스펙이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

재 대부분의 이더넷은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EtherCAT 및 대

부분의 산업용 이더넷은 메가바이트 단위에서 스펙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물리적인 이더넷 성

능이 업그레이드되면 OPC UA는 새로운 개발이나 설

정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유선이던 무선이던 어떤 네

트워크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OPC UA는 TSN(Time-sensitive Networking)이 적

용된 이더넷 환경에서 실시간 기능을 갖추고, 기존 산업

용 이더넷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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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용 이더넷 개발사가 자사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협회를 만들고, 표준이라는 미명 아래 스펙을 

선점하고 타사와 호환보다 써드파티 업체 확보에 열을 

올리던 정책이 무의미해지고 진정한 표준으로 OPC UA

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OPC UA 환경에서는 별도의 컨

버터 없이 케이블 연결만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

다. 또한 TSN 지원으로 실시간성을 제공하게 된다.

OPC UA 적용 사례

아직 많은 제조 현장에 사용되는 기술은 표준보다 제

어 솔루션 공급사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 예로 반

도체/FPD 산업 분야에서는 장비와 통신을 위한 SEMI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표준을 제정해 수십년 동안 발전시켜 전 세계 많은 장비

업체가 SEMI 표준을 지원하는 장비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LCD 패널을 제조하는 국내 대

기업에서는 SEMI 표준을 따르지 않고 PLC 제조사의 

독자적인 통신을 도입해 장비사에 특정 PLC를 사용하

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내 장비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아이언오토메이션은 특정 PLC를 사용하도록 제한되

어 있는 제조 장비와 인터페이스에 OPC UA를 지원하

는 IronSAN(OPC UA Server)을 사용해 통신계층을 추

상화해 폐쇄된 네트워크를 표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장비별로 분산되어 있

던 HMI를 하나의 PC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장비에 사

용된 HMI(IronHMI)는 동사의 제품이지만 고객은 언제

든 타사제품을 도입해 원하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

며, ERP/MES와 데이터 연동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

를 설치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결 론

국내 제조업은 많은 부분 독자 기술보다 해외에서 도

입한 기술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제조 시설 자동화

를 위한 제어기, 로봇 등 많은 기반 기술이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외 의존적인 기술을 국산

화하기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정책의 방향을 해외 기술에 대응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표준기술을 제정하는 협

회에 국내 기업이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제 기술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경쟁할 때가 아니라, 그릇 안에 기술을 활용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Operation PC 

IronHMI 

-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IronSAN 

- Melsec 통신 

IronSAN 

- Melsec 통신 

OPC UA 

ELS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