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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허브, 스위치 및 발전하는 공장 네트워크

기술개요

개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공장 자동화 네트워크에는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러한 기반은 고 가용성, QoS 및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허브나 비관

리형(unmanaged) 스위치는 현 의 공장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실시간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배경

이더넷은 멀티드롭 배선 방식(공유 매체라고도 부름)과 매우 유사한 복수 장치 연결 네트워크 방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초기에 구

현된 이더넷들은 여러 네트워크 장치들을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하나의 공통 백본에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배치 특성 때문에,

여러 장치들이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때에 공유 매체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송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CSMA/CD를 사용하는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는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유휴 기간(idle period)을 찾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된 후에는 인터페이스가 다른 전송 장비들과의 충

돌 여부를 탐지합니다. 만약 충돌이 감지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전에 임의의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이러한 임의의 백오프 기간(backoff period) 때문에 초기의 이더넷 시스템은 확실성이 결여된(non-deterministic) 것으로 간주되었

고 초기 공장 네트워크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확실한 실시간 데이터 연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기

술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브

허브는 스타 토폴로지(star topology)에서 다수의 장치를 하나의 중앙 공통 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으로서 고안되었습

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케이블에 복수의 호스트를 연결하는 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하 습니다. 허브는 단순한 멀티포트 중

계기로 사용하며, 모든 전송은 허브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다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포트들 간의 트래픽 흐름은 병렬

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허브 기반의 네트워크에는 아직도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고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관리형(unmanaged)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는 복수의 장치를 하나의 공통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저렴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허브와 흡사한 기능을 합니

다. 그러나 모든 포트를 하나의 공통 풀에 연결하는 신에, 이더넷 스위치는 포트 테이블과 각 단말 장치에 해당하는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테이블을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트래픽은 오직 적정 포트로만 전송됩니다. 아울러, 이더넷 스위치

는 일반적으로 모든 포트들의 속도를 합친 것보다 더 빠른 내부 백본을 가지고 있어서 충돌을 없애줍니다. 업링크 포트가 적체되지

않는 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패킷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더넷 스위치 중 일부는 관리 기능이 없는데, 이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고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

위치에는 고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들 스위치의 단말 장치들은 하나의 네트워크 역이나 LAN으로 그룹을

형성합니다.



공장 네트워크에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또는 출판사에서 구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와 같은) 1 다수의 배포 모델을 기반으

로 멀티캐스트 패킹을 자주 사용하므로, 관리 기능이 없는 스위치는

본질적으로 허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비관

리형 스위치의 모든 종단 스테이션 포트에 몰리게 되므로, 단말 장치

들은 자신들에게 보낸 것이 아닌 다른 트래픽 때문에 정체됩니다.

인텔리전트의 관리형 이더넷 스위치

인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다수의 고급 기능

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용자는 장치들을 논리적 업무 그룹으로 세분

화하기 위한 가상 LAN(VLA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LAN은 단

말 장치들이 설사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동일 그룹(예, 동

일 서브 넷)으로 분류하여 묶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빌딩

내에 있는 기계 제어 장치들은 다른 장치 내에 있는 기계 인터페이

스와 함께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마치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것

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의 두번째 주된 이점은 멀티캐스트 트래

픽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트래픽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한꺼번에

송출하는 신에,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IGMP)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원하는 수신인에게만 송출합니다. 일부 패킷 라

인 카드와 다중 I/O 장치들도 수신 패킷을 관리하는 제한된 능력이

있으나, 인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는 IGMP를 사용하여 원치 않는

트래픽으로부터 이들 장치들을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 주된 이점은 QoS와 기열 관리 기능입니다. 인텔리전트 스

위치는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에 우선 순위를 배정하여 낮은 순위의

데이터보다 그 트래픽을 우선 처리합니다. 이 기능으로 네트워크가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우선 순위가 높은 트래픽은 언제나 네트워

크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QoS와 기열 관리 기능이 없다면 우

선 순위가 높은 트래픽도 적체 기간에는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

니다.

인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는 801.q 트 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트 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트래픽은 해당 단말 장치

가 속해 있는 특정 VLAN과 특정 데이터 스트림에 한 QoS 우선

순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태그를 표시합니다. 트 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QoS 값에 따라서 표시하거나 통과시

키거나 해당 데이터 스트림의 발신 VLAN을 식별할 방법이 없게 됩

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는 802.1x, 포트 보안, MAC

주소 통지,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인터페

이스 추적 등 많은 프로토콜을 통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확보해 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능은 생산 현장의 구체적 요구에 맞

게 미리 구성하고 조정됩니다. 일부 트래픽 패턴은 ACL(access

control lists)을 사용하여 특정 포트로 보낼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침입자들이 중요한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이 인

텔리전트 이더넷 스위치는 동일한 ACL과 일부 QoS 기능을 사용하

여 침입자에 의한 네트워크 적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장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전체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일부로 이더

넷을 설치하기 시작하 으므로 이더넷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허브, 관리 기능이 없는 스

위치 및 관리 기능이 있는 인텔리전트 스위치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인텔리전트 스위치들만이 견고하고 관리 가

능한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텔리전

트 이더넷 스위치는 간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도구, 표준 PC 브라

우저, HP Openview 또는 CiscoWorks와 같은 네트워크 관리 도구

를 사용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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