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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OPCOPCOPC란란란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OPC™ (OLE for Process Control)는 

automation/control application, field 

systems/device와 business/office 

application간의 호환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의 OLE/COM과 DCO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집합이다. 

 

 

OPC™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COM 구성요소로서 프로그램 되어 있어야 

함)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정보

를 얻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 

COM(Microsoft Component Object Model)에 

기반하고 있다. 

 

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은 COM 기술의 네트워크 버전이다. 

 

 

다음 두개 싸이트를 방문하면 OPC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OPC Foundation™(http://www.opcfound- 

  ation.org) 

- Intellution (http://www.intellution.com/  

opchub/opc_interfaces_overview.asp)  

 

OPCOPCOPCOPC™    Data Access Data Access Data Access Data Access 소개소개소개소개    

 

목적목적목적목적    

 

OPC™, 특히 OPC™의 Data Access 부분은 

사용자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

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

분은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메커니즘이지만 컨트롤 알고

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Data Access 서버는 보통 

적절한 드라이버 및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기기에 액세

스하며 다양한 Data Access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기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 

 

통신통신통신통신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OPC™ Data Access를 위해 아래와 같은 4종

의 통신 메커니즘이 고안되었다. 

 

- 동기 호출(Synchronous call) 

- 비동기 호출(Asynchronous call) 

- Refresh 



- Subscription 

 

 

클라이언트가 동기 읽기 신호를 발하면 서버

는 요청한 값이 반환되기 전까지 호출 thread

에 제어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때 동기 쓰기 

(Synchronous writes)는 가능하다. 

 

클라이언트가 비동기 읽기 신호를 발하면 서

버는 호출 thread에 즉시 컨트롤을 반환하고 

후에 사전 정의된 통신 경로를 통해 요청한 

값을 전송한다. 이때 비동기 쓰기

(Asynchronous writes)는 가능하다. 

 

동기, 비동기 호출을 하려면 읽거나 써야 할 

값의 목록을 클라이언트가 지정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polling에 의

해 작동하고 클라이언트

가 가끔 기기에 액세스해

야 할 때 사용된다.  

 

Refresh와 Subscription

은 콜백(callback) 메커

니즘으로써 사전 정의된 

데이터 포인트 집합에 액

세스하기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모델 단원에 있

는 OPC Group 참조). 

Refresh는 “pull”메커니

즘이고 Subscription은 

“push” 메커니즘이다. 

 

클라이언트가 Refresh 

호출을 발하면 OPC 

Server는 사전 정의된 

통신 경로를 이용하여 사

전 정의된 데이터 포인트 

집합을 비동기로 반환한

다. 클라이언트가 보기를 

다른 보기로 바꿀 때 이런 호출이 유용하다. 

Subscription은 이벤트 기반의 메커니즘으로

써 사전정의된 데이터 포인트 집합 내에 중대

한 변화가 발생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한다.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모델모델모델모델    

 

기본 OPC Data Access 컨셉트는 다음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림 1 : OPC™ Data Access 아키텍처 



 

Data Access 서버 구성요소가 기기에 액세스

하기 위해 프로세스 데이터와 프로토콜을 구

현하는 방식은 OPC Data Access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Data Access 서버 구성요소는 

복잡한 기기 객체나 단순한 데이터 아이템 객

체를 이용한다. 사양서에는 프로세스 데이터

는 OPC Item 객체를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OPC Item과 데이터 아이템이

나 기기 객체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는 것은 

서버 구현자에게 달려 있다. 

 

OPC Item 객체는 OPC Data Access를 통해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는 없고 반드시 OPC 

Group 객체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OPC 

Group 객체는 OPC Client 데이터 액세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OPC Item 및 OPC 

Group 객체는 OPC Client를 대신하여 OPC 

Server 객체가 생성할 수 있다. OPC Item 및 

OPC Group 객체는 임시 객체이다. 클라이언

트는 OPC Group 객체의 속성을 설정함으로

써 Subscription의 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 

 

Data Access 서버 구성요소는 

대개 OPC Group 객체 내에 구

성되어 있는 OPC Item 객체 

집합을 관리하는 1개의 OPC 

Server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1개의 OPC Server는 여러 개

의 OPC Client를 위해 작동한

니다. 

 

1개의 OPC Client가 1개의 

Data 액세스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 내에 구현된다. 이 OPC 

Client는 여러 개의 OPC 

Server에 연결될 수 있다. 

 

주 : 다음에 설명하는 OPC Group 객체는 클

라이언트가 실행의 용도로 생성하는 “전용

(private)” 그룹이다. 또 다른 유형의 그룹인 

공용 그룹(public group)에 대해서도 설명했

다. 이 개념은 아직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 공

용 그룹은 OPC Server나 전용 그룹 중의 한 

그룹을 변형시키는 OPC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어떤 OPC Client라도  서버

의 공용 그룹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런 공

용 그룹을 선택하면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

기 위해 clone이 생성된다.  

 

    

통신의통신의통신의통신의    매개변수매개변수매개변수매개변수    지정지정지정지정    

 

OPC™ Data Access 구성 요소와 OPC 

Server의 동작사이에 발생하는 통신은 Client

가 관리한다. 아래에 매개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상세한 설명은 적절한 사양서를 참

조하기 바란다. 

 

그림 2 : OPC Data Access 개념 



Active Active Active Active 상태상태상태상태    

OPC Group 및 OPC Item 객체는 “Active" 

속성을 갖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이 속성을 

설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Active” 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이는 클라이

언트가 더 이상 OPC Item이나 어떤 그룹의 

OPC Item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OPC Server는 (읽기 신호

에 의해 요청받거나 대응하는 데이터 아이템

이 변화할 때) 이 아이템에 대해 더 이상 정

보를 반환하지 않고 대응하는 데이터 아이템

을 읽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Cache/Cache/Cache/Cache/    DeviceDeviceDeviceDevice    

 

OPC Server는 프로세스 데이터 아이템의 

local copy, 즉, 캐시를 가지고 있다. 읽기 및 

Refresh 호출이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데이터가 캐시로부터 Device로 반환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다음에 계속되는  3개의 속성만이 

Subscription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nable / DisableEnable / DisableEnable / DisableEnable / Disable    

    

클라이언트는 어떤 그룹과 관련된 

Subscription 콜백의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지

시킬 수 있다. 이런 작업은 그룹의 “Enable”

속성을 설정/삭제함으로써 조정한다. 

 

Dead bandDead bandDead bandDead band ( ( ( (무반응대무반응대무반응대무반응대))))    

 

만약 어떤 클라이언트가 아날로그 데이터 아

이템의 작은 변경을 위한 콜백 메시지를 수신

할 필요가 없다면 OnDataChange 콜백 메시

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경

을 지정할 수 있다.  

 

"Dead band" 속성은 (모든 아날로그 IPC 

Item 객체에 대해) 그룹전체에 적용되는 비율

이고 OPC Item은 중요한 최소, 최대값을 갖

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그룹의 Dead band를 0으로 설

정하면 “Enable” 속성이 설정되는 경우, 발행

하는 어떤 변화에 대해 통보 받게 된다.  

 

Update RateUpdate RateUpdate RateUpdate Rate    

    

"UpdateRate" 속성은 클라이언트가 지정한다. 

이 속성은 서버 내에서 예외 한계를 검사하는 

속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OnDataChange 콜

백은 업데이트 속도보다 더 빨리 발생하지 않

는다. 

 

업데이트 속도는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요청으

로써 서버는 상이한 업데이트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업데이트 속도를 0으

로 지정함으로써 OPC Item 객체에 대한 새 

정보가 나타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업데이트 속도는 device가 어떤 빈도로 읽혀

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서버가 사용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전형적인전형적인전형적인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작동의 예를 아래에 제시해 놓았다. OPC 

Item의 한 그룹에 가입한 클라이언트라도 그 

그룹에 속한 OPC Item에 액세스하기 이해 읽



기/쓰기 호출을 발할 수 있다.  

 

다음 시나리오는 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

용자와 개발자 관련내용을 참조 바란다. 

 

동기동기동기동기    읽기읽기읽기읽기 ( ( ( (Synchronous readSynchronous readSynchronous readSynchronous read))))    

 

-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다.  

-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Active 속성으로 

OPC Group 객체를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Active 속성으로 

OPC Item 객체를 이 그룹에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1개 또는 다수의 OPC Item

에 대해 동기 읽기(캐시 또는 Device) 요청

을 보낸다. 

- 서버가 요청된 OPC Item 값을 반환한다.  

 

비동기비동기비동기비동기    읽기읽기읽기읽기((((Asynchronous rAsynchronous rAsynchronous rAsynchronous readeadeadead))))    

 

-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다. 

-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Active 속성으로 

OPC Group 객체를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Active 속성으로) 

OPC Item 객체를 이 그룹에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콜백 접속을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1개 또는 다수의 OPC Item

에 대해 비동기 읽기(캐시 또는 기기) 요청

을 보낸다. 

- 클라이언트가 1개 또는 다수의 OPC Item

에 대해 비동기 읽기(캐시 또는 기기) 요청

을 한번 더 보낸다. 

- 서버가 처음 호출에서 요청된 OPC Item의 

값을 반환한다.   

- 서버가 두 번째 호출에서 요청된 OPC 

Item의 값을 반환한다. 

 

SubscriptionSubscriptionSubscriptionSubscription    

 

-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다.  

-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Enable, Active, 

UpdateRate, DeadBand 속성으로 OPC 

Group 객체를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Active 속성으로) 이 

그룹에 OPC Group 객체를 추가한다. 

- 클라이언트가 콜백 접속을 추가한다. 

- 서버는 현저히 변화된 OPC Group의 OPC 

Item 값을 보낸다.  

- 서버는 최소한 UpdateRate 시간

(milliseconds)을 대기한다.  

- 서버는 현저히 변화된 OPC Group의 OPC 

Item 값을 보낸다. 

 

OPC OPC OPC OPC 동향동향동향동향    

 

OPC Foundation™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양을 발표했다. 

 

- Data Access v1.0a, 1997 9월  

- Data Access v2.0, 1998 11월  

- Alarms & Events, 1999 1월  

- Historical Data Access가 1999년 1분기에 

늦게나마 발표되었다. 

 

다음과 같은 기술 문서도 있다. 

 

- White paper on security aspects(저자 : 

Harrison)  

- White papers on performances aspects(저

자 : Burke, Chisholm)  

- White paper on the memory management 

(저자 : Chisholm)  

 



OPCOPCOPCOPC™    시장시장시장시장    

 

OPC™는 소개된 이래 업계에 꾸준히 확산되

고 있다. 현재 OPC™ 호환 제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이런 호환제품 목록은 OPC 

Foundation(http://www.opcfoundation.org)

에 요청하면 구해볼 수 있고 CERN에서도 구

할 수 있다. 호환 제품에는 OPC™ 클라이언

트, OPC™ 서버, OPC™ 개발 툴 킷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회사는 OPC™ 교육 제품

을 제공하기도 한다. 

 

OPCOPCOPCOPC™    호환호환호환호환    제품제품제품제품    

 

서버서버서버서버    

 

현재 OPC™ 서버 제품이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다. 현재 Device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Device에 대한 액세스를 쉽게 해주기 위해 

OPC™ 서버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필드버스와 PLC 모

델에 접속하는데 OPC™ 서버를 선택하는 경

우가 빈번해졌다. SCADA 및 DCS 시스템 또

한 더 높은 수준의 어플리케이션(데스크탑 출

판 어플리케이션, 기타 SCADA 시스템 또는 

전문 시스템)을 제공하기 이해 OPC™ 서버를 

구현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OPC™ 서버의 목록을 보려면 

OPC™ 카탈로그를 참조 바란다. 다음 웹 페

이지에서도 목록을 구해볼 수 있다. 

 

- OPC™ 서버의 Iconics 목록 

(http://www.iconics.com/_OPCServers/O

PCList.htm) 

- OPC™ 서버의 OPC 유럽 목록

(http://www.opceurope.org/products.htm) 

- 무료 OPC™ 클라이언트의 OPC 

Programmers' Connection 목록

(http://dspace.dial.pipex.com/opc/freestuf

.shtml#servers) 

 

CERN에서는 Profibus DP 노드와 Siemens 

PLC를 사용하기 위해 Siemens Simatic 

OPC™ 서버와 Applicom OPC™ 서버를 사용

했다. 

 

우리는 OPC™ Data Access 인터페이스인 

Citect를 구현하는 SCADA 시스템도 테스트

했다(TBD: 미완성). 

 

우리는 OPC™ 서버의 데모 버전인 SST, 

Softing 등을 갖고 있다(TBD: 미완성, 데모 

버전으로 가는 링크 추가)  

 

이 모든 서버는 Data Access 서버로써 이중 

몇 개는 Data Access 버전2 호환 기종이다. 

아직 사용 가능한 Alarms & Events OPC™ 

서버는 거의 없다.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OPC™ Data Access 클라이언트는 보통 

SCADA 시스템을 사용한다. JCOP에서 평가

된 서버 중 대부분은 OPC™ 클라이언트이다. 

하지만 데스크탑 출판도구, 배치 도구, 전문 

시스템 같은 다른 유형의 클라이언트가 출현

하고 있다(예: G2). 사용 가능한 OPC™ 서버

의 목록을 보려면 OPC™ 카탈로그를 참조바

라며 앞에서 설명한 웹 페이지에서도 일부 목

록을 구해볼 수 있다. 

 



CERN에는 클라이언트 몇 종을 보유하고 있

고 OPC™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OPC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다. 

  

- Applicom OPC™ 클라이언트 

- National Instrument Server Explorer 

- Softing Demo 클라이언트  

- SST 등등 

 

TOOL KitTOOL KitTOOL KitTOOL Kit    

    

어떤 관리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특수 하

드웨어가 있다면 임시 OPC™ 서버를 개발해

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OPC™ Data 

Access 서버의 개발을 지원하는 Toolkit을 

사용할 수 있다. 이 Toolkit들은 보통 버전 

1.0을 지원하며 대개의 경우 버전 2.0도 지원

한다. 이중 일부는 OPC™ Data Access 클라

이언트의 개발도 지원한다. 

 

사용 가능한 OPC™ Toolkit 목록을 보려면 

OPC™ 카탈로그를 참조 바란다. 다음 웹페이

지에서도 일부 목록을 구해볼 수 있다. 

 

- OPC Programmers' Connection Toolkit과 

소스(http://dspace.dial.pipex.com/opc 

/source .shtml) 

- OPC 유럽 Toolkit 목록(http://www. 

opceurope.org/develop.htm) 

 

CERN에서는 여러 서버를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Instrument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

다(TBD: PG 및JRSR 경험에 대한 링크를 여

기에 추가). 우리는 Softing Toolkit의 데모 

버전을 받아 사용해 보았다. 

 

교육교육교육교육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OPC™에 대한 세미나

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 Microprocess OPC™ Seminar(http://www. 

microprocess.com/formation/developmen

tindus/d7.htm) 

- Softing OPC™ Seminar(http://www. 

softing.com/OPC) 

 

OPC Europe 웹사이트에서는 최신 목록을 찾

아볼 수 있다. 

 

일반일반일반일반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코너코너코너코너    

 

소개소개소개소개    

 

OPC 이용자의 대부분은 OPC 일반 사용자이

다. 사용자들은 보통 그들의 관리 시스템 내

에서 PLC나 기기를 통합시키기 이해 OPC를 

구입하고있다. 그후 사용자들은 그들의 서버

와 OPC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게된다. 

 

OPCOPCOPCOPC™    클라이언트의클라이언트의클라이언트의클라이언트의    이용이용이용이용    

    

이미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는 OPC 

클라이언트를 설치했고, 로컬 컴퓨터 또는 원

격 컴퓨터에는 OPC 서버를 설치했다고 가정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치 및 등록에 대한 정

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서로 다른 컴퓨

터에 설치된 OPC 클라이언트와 OPC 서버에 

맞게 DCOM이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OPC 서버에 접속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된다(DCOM 설정 참조. DCOM 메커

니즘에 대한 사양서 참조) 

 

그 다음 일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야 한다.  

- OPC 서버에 접속(만약 서버가 작동중이 아

니라면 자동으로 시동됨).  

- OPC Group추가(Applicom OPC 도구 또는 

National Instrument Server Explorer로)  

 

속성을 선택적으로 수정 

- 새 OPC Item 추가(Applicom OPC 도구 또

는 National Instrument Server Explorer

로)  

속성을 선택적으로 설정하고 이 새로운 

Item을 유효화함  

 

이제 OPC Item은 OPC Client로부터 액세스 

가능. 

 

만약 OPC 클라이언트가 SCADA 시스템이라

면(즉, National Instrument BridgeView, 

PVSS II, Citect, Panorama 등.) 이전 절차들

은 구성 시 완료되어야 한다. SCADA가 실행

될 때마다 OPC Item과 그룹은 자동으로 재생

성 된다. 

OPC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도구라면(즉, 

National Instrument Server Explorer 또는 

Applicom OPC Client) 생성된 Item의 목록을  

 

다음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일에 

저장할 수 있다. 

 

OPCOPCOPCOPC™    서버의서버의서버의서버의    이용이용이용이용    

 

OPC 서버는 OPC 도메인과 기초 프론트 엔

드 도메인(즉, 필드버스, PLC protocols, 

TCP/IP 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이트웨이

로 볼 수 있다. OPC 서버가 제대로 설치되면 

서버의 구성이 2중 구성이 된다. 

그림 4 : PROFIBUS network configuration 



- 액세스되는 기기(필드버스 또는 front-end  

컴퓨터)의 구성  

- OPC 인터페이스의 구성.  

 

1차 구성은 기기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토콜에 대해 좌우된다(“Applicom OPC 

서버에서 PROFIBUS 아이템에 access”참조). 

 

OPC 서버가 특수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OPC 부분의 구성은 매우 간단해진다

(Applicom과 함께 하는 최소한의 구성 단계

를 참조). 하지만 OPC 서버는 aliases, 공용 

그룹 정의 같은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COTS OPC COTS OPC COTS OPC COTS OPC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및및및및    서버의서버의서버의서버의    경험경험경험경험    

    

몇몇 상용 OPC 구성요소가 CERN에서 사용

되었고 다음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외에도 프

로젝트가 더 있다. 

 

HMPIDHMPIDHMPIDHMPID    

 

본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내용과 도구 사용 경

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출판된 보고서에서 찾

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제

작되었다. 

- Commercial OPC 구성요소 

Siemens S7 OPC 서버  

- National Instrument's BridgeView(OPC 

Client로서 사용됨).  

OPC Component 담당자: H. MILCENT 

(http://consult.cern.ch/xwho/people/5949), 

B. PERRIN (http://consult.cern.ch/xwho 

/people/61109) 

 

LHCb test beamLHCb test beamLHCb test beamLHCb test beam    

    

LHCb test beam을 위해 작은 가스 관리 시

스템이 제작되었다. 

Commercial OPC 구성요소 

- National Instrument's BridgeView(OPC 

Client로서 사용됨);  

- Applicom OPC server for Profibus DP.  

OPC Component 담당자: S. HAIDER(http:// 

consult.cern.ch/xwho/people/6130), 

R. BARILLERE(http://consult.cern.ch/xwho 

/people/7749).  

 

Test BenchTest BenchTest BenchTest Bench    

 

본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은 JCOP 웹사

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OPC Component 담당자: H. MILCENT 

(http://consult.cern.ch/xwho/people/5949) 

 

B1GCSB1GCSB1GCSB1GCS    

 

본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은 JCOP 웹사

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OPC Component 담당자: L. PENUELA 

(http://consult.cern.ch/xwho/people/62454), 

R. BARILLERE.  

 

JCOP SCADA JCOP SCADA JCOP SCADA JCOP SCADA 평가평가평가평가    

    

OPC Component 담당자: A. DANEELS 

(http://consult.cern.ch/xwho/people/922), 

W. SALTER.  

 



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    도구도구도구도구    

 

OPC 구성요소를 익숙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거

나 일반 사용자들의 구성요소를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일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몇 가

지 재미있는 도구도 있다. 

 

개발자개발자개발자개발자    코너코너코너코너    

 

개요개요개요개요    

 

여기서는 개발자가 어떻게 OPC 서버와 OPC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 원칙: Data 모델, OPC 대 어플리케이션 기

반 클래스  

- effort  

- 도구의 일반적 역할  

- 예제 

기존 도구들(JRSR, PG, BP)  

softing과 함께  

- 툴킷 링크  

- 데모 링크(http://dspace.dial.pipex.com 

/opc/freestuf.shtml 

 

CERNCERNCERNCERN에서에서에서에서    개발한개발한개발한개발한    OPC OPC OPC OPC 서버들서버들서버들서버들    

    

CERN에서 여러 OPC 서버가 개발되었다. 이

들 대부분은 평가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다음 목록에 모든 서버 외에도 개발된 서버가 

더 있다. 

 

- VME OPC server, Jose Ramon Sandon del 

RIO;  

- OPC Data Generator, Philippe GRAS;  

-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Server, Philippe GRAS;  

- Lecroy HV power supply OPC Server, 

Benoit PERRIN;  

- OPC server for CORBA, Mark 

BEHARRELL.  

 

OPC Data GeneratorOPC Data GeneratorOPC Data GeneratorOPC Data Generator    

    

이 OPC 서버는 OPC와 SCADA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여러 종류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사용된 OPC Toolkit은 National Instrument

이다. 

이 서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개발자의 

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OPC 데이터 생성기의 소개  

(http://cern.ch/~pgras/JCOPTestbenchOP

CServers/talk/TestbenchOPCServers/ppf

rame.htm 

- OPC 데이터 생성기 사용 방법.  

(http://cern.ch/~pgras/OPCDataGenerato

r/index.html)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Server Server Server Server     

 

이 서버는 CAENNet을 통해 CAEN 고압전력 

공급에 액세스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용된 OPC Toolkit은 National Instrument

이다. 

 

이 서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개발자의 

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Server의 소개 

(http://cern.ch/~pgras/JCOPTestbenchOP

CServers/talk/TestbenchOPCServers/ppf

rame.htm) 

-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Server의 사양 

(http://cern.ch/~pgras/OPCCaenHV/spec

_rev1.pdf) 

- CAEN SY127 HV Power Supply OPC 

Server의 사용방법 

(http://cern.ch/~pgras/OPCCaenHV/SY12

7.html) 

    

Lecroy HV power supply OPC Server Lecroy HV power supply OPC Server Lecroy HV power supply OPC Server Lecroy HV power supply OPC Server     

 

이 OPC 서버는 RS232를 통해 Lecroy 고압

전력 공급에 액세스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RS232 직렬전선에서 

통신하는 OPC 서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통신 미디어는 상용 기기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ALICE Experiment와 연계하여 고압전

력 공급을 위해 본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던 것

이다. 그 외, 구조화된 분자 개념이 적은 노력

으로 전송 미디어나 전력 공급 유형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사용된 OPC Toolkit은 National Instrument

이다. 

 

이 서버에 대한 정보는 Alice 내부 문서 웹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consult. 

cern.ch/alice/Internal_Notes/1999/42/abstr

act) 

 

CORBACORBACORBACORBA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OPC  OPC  OPC  OPC 서버서버서버서버    

    

이 OPC 서버는 OPC/CORBA 호환성을 테스

트하기 이해 개발되었다. 사용된 OPC 

Toolkit은 Softing이다. 

 

OPC FAQOPC FAQOPC FAQOPC FAQ    

 

소개소개소개소개    

    

본 내용의 목적은 OPC에 대해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페이지는 R. BARILLERE와 P. GRAS가 작

성한 것이니 질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R. 

BARILLERE(http://consult.cern.ch/xwho/pe

ople/7749)에게 질문을 보내주기 바란다.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모델모델모델모델    

 

Q 

프로세스 데이터와 OPC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 

A 

프로세스 데이터는 OPC 서버가 관리하는 실

제 데이터 포인트이다. OPC 아이템은 프로세

스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OPC Client를 

대신하여 OPC Server가 생성한 임시 데이터

이다. OPC Item은 OPC Client가 OPC 서버로

부터 접속이 끊어지거나 더 이상 액세스가 필

요 없을 때 OPC Client에 의해 삭제된다. 

 

Q 

배열을 위한 아이템 속성에 대해 알려달라. 

A 

유형 배열의 OPC Item은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속성은 배열이 각 셀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대, 최소값이 단 1회만 정의되어 

있으며, 이들은 배열의 각 셀의 한계이다. 

 

Q 

다수의 OPC Group이 OPC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는가? 

A 

안된다. OPC 아이템은 OPC 그룹 내에서 생

성된다. 하지만, 다수의 OPC Item은 동일한 

프로세스 데이터를 참조하기에 다수의 OPC 

그룹이 동일한 프로세스 데이터에 대해 참조

를 가질 수 있다. 

 

Data Access Data Access Data Access Data Access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Q 

다수의 OPC Item이 단일 트랜잭션에서 읽히

고 기록될 수 있는가? 

A 

그렇다. 같은 OPC 그룹에 속할 경우 가능하

다. 

 

Q 

대용량 데이터 집합이 어떤 서버의 관리를 받

고 있을 때 이 집합들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또 데이터 교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A1 

예를 들어, 어떤 서버가 수백건의 온도 정보

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이 데이터는 수백개의 

OPC 아이템으로 나타난다. 아이템 하나는 온

도 정보 하나에 해당한다. 아니면 개별  온도 

정보를 가진 배열로 나타난다. 첫 번째 방식

이 좀더 유연하다. 여기서 각 온도 정보는 각

각의 속성을 가진다. 모든 온도는 동일 OPC 

그룹 내에 있다면 한 트랜잭션에서 교환가능

하다. 하지만, 교환된 데이터의 크기는 다소 

크기에 각 OPC 아이템에 대한 교환된 값에 

약 40바이트가 필요하다. 배열을 이용하는 것

이 모든 데이터의 값을 교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온도정보 중 일부가 현저

히 변경될 때마다 가입한 OPC 클라이언트에

게 배열이 전송되어야 한다.  

A2 

상이한 유형의 데이터 집합을 다운로드 하려

면 유형 배열의 OPC 아이템이 사용되어야 한

다. 

 

주 : 구현의 한계가 있다. 일부 OPC 클라이

언트는 배열(특히 혼합된 유형의 배열)을 지

원하지 않는다. 

 

분산분산분산분산    

 

Q 

OPC 서버는 다수의 NT 도메인 상에서 분산

될 수 있는가?  

A 

가능하지만 관리하기가 어렵다. OPC 클라이

언트의 NT 도메인 내에 있지 않은 OPC 서

버에 액세스하려면 동일한 사용자 계정을 각 

NT 도메인에 생성해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 

계정을 어떤 도메인에서 바꾸면(암호가 다를 

경우) 다른 쪽에서 바꾸지 않으면 OPC 서버

는 액세스를 거부할 것이다. 

 

Q 

원격 OPC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Client나 

Client의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은? 

A 

클라이언트가 원격 OPC서버에 액세스하려면 

로컬 레지스트리에 의지하거나 OPC 서버가 

작동중인 컴퓨터(위치는 설정 파일에서 찾아



낼 수 있음)의 커넥트 콜에서 지정해야 한다. 

첫 번째 솔루션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한 인

스턴스에만 연결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며 

레지스트리는 서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어야 하고 주어진 실행파일에 단 하

나의 레지스트리 항목이 있다. 두 번째 솔루

션은 SCADA 도구에 의해 수행되는 솔루션이

며 OPC 서버의 위치는 도구의 설정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보안보안보안보안    

    

Q 

OPC 서버의 액세스 권한은 어떻게 설정하는

가?  

A 

OPC 서버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NT 사용자 그룹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DCOM 권한을 받아야 

한다(dcomcnfg을 사용) 

- "Access 권한"의 경우  "Allow Access" 

- "Launch 권한"의 경우  "Allow launch" 

- "Configuration 권한"의 경우 "Read"  

 

DCOM 인증은 서버 및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

용불가(DISABLED) 상태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이 사용불가(disabling)는 

CoInitializeSecurity() Windows 함수를 이용

하여 OPC 서버와 OPC 클라이언트의 코드에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인증 과정 때

문에 많은 문제를 겪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 인증 사용불가를 강력하게 조언하는 이유

이다. 인증은 해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CDS 사용 시 그리 유용하지는 

않다. OPC 서버를 다시 등록하면(새 버전을 

설치할 때) OPC 서버의 DCOM 보안 설정이 

지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OPC 서

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NT 사

용자 그룹을 사용하면 설정 복구가 쉽다. 

 

신뢰성신뢰성신뢰성신뢰성    

 

주: OPC는 Specification의 집합일 뿐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구현된 제품과 OS 서비스의 

문제이다. 

 

Q 

OPC 클라이언트가 요청 신호를 내면 오류 메

시지가 OPC로 반환되는가? 

A 

그렇다. 모든 OPC 기능 호출은 오류 코드를 

반환한다. 일련의 오류 코드가 OPC를 위해 

정의, 예약되어 있다. 다른 코드는 개발자들이 

사용가능하다. 

 

Q 

OPC Server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지 여

부를 OPC Client가 탐지할 수 있는가? 

A 

클라이언트가 OPC 서버 함수를 호출하면 서

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오류를 일으킨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subscription 메커니즘

만을 구축한다면 OPC 서버로 호출을 하지 않

을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DCOM 서비스에 의

존하거나 서버의 가용성을 검사하기 위한 자

체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다. 

 

연결이 끊어질 경우 DCOM 인터페이스가 

OPC 클라언트와 OPC서버에 대해 참조한 다

음 6분 후에 릴리즈하는 DCOM ping 메커니

즘이 있다. IOPCDataCallback 인터페이스에 

대한 참조를 모니터링함으로써(단, 비동기 또



는 서브스크립션 I/O 액세스를 이용해야 함)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참조 모니터링은 

IOPCDataCallback 함수(또는 동일 객체의 

Release() 함수)를 수행하는 객체의 파괴자를 

적절히 사용할 때 아주 쉽다. 단, 클라이언트

는 OPC서버 하나 당 1개의 sink를 사용해야 

한다. OPC DA specification v2.0(과 v1.0A)

에서는 OPC가 정기적으로 

IOPCServer::GetStatus() 함수를 실행하여 

OPC 서버가 작동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DCOM 인증 메커니즘이 사용불가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부적절하

기 떄문이다. 사실, OPC 클라이언트가 위치해 

있는 PC가 OPC 서버를 인증할 수 없다면 

OPC 클라이언트는 콜백을 받지 못하지만 

GetStatus() 함수 호출이 오류 없이 반환될 

것이다. 이 경우 OPC클라이언트는 위에서 설

명했듯이 IOPCDataCallback 인터페이스에 

대한 참조를 모니터한다. 단 6분 지연은 어플

리케이션이 허용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IOPCAsyncIO(2)::Read() 또는 

IOPCAsyncIO(2)::Refresh() 함수가 정기적으

로 호출되어 요청된 OPC 아이템 값을 수신하

는 지 검사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지속적

으로 변화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입한 프로세스 

데이터(예:현재시간 제공)를 이용하여 워치독

(watchdog)을 구현하는데 있다. 

 

Q 

OPC 서버가 다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A 

앞에서 설명한 대로 OPC는 OPC 서버가 다

운되었는지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주: 스펙에는 자동 재접속 기능이 없다. OPC 

그룹과 OPC 아이템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OPC 클라이언트에 의해 자동으로 재생성된다. 

이 작업은 자체 설정을 관리하는 OPC 클라이

언트에 의해 구현된다. 이 점은 SCADA로 확

인해야 한다. 

 

Q 

OPC 서버는 OPC 클라이언트에 재 접속할 

수 있는가? 

A 

만약 연결이 끊어지면 OPC 서버는 끊어진 클

라이언트의 OPC 그룹과 아이템을 자동으로 

파괴한다. 다시 연결되면 클라이언트는 OPC 

그룹과 아이템을 재 생성할 것이다. 

 

Q 

OPC 서버가 기기에 액세스하는데 문제가 있

다면 OPC 클라이언트는 그에 대해 통보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OPC 아이템 값과 함께 전송되는 

Quality 플래그를 통해 통보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