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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시리얼통신 기반의 이더넷 네트워크 융복합 구성 기술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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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displinary Structure      

Technique of Ethrnet Network based of PC Serial  

Communication

Hyun-Soo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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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ART 시리얼 통신을 PC에서 구현한 후 이를 RS-232케이블로 이더넷 모듈로 신호를 송수신하여 TCP/IP망 
상위계층을 통해 응용 제어보드를 원격제어하는 기술을 이보다 하위계층인 인터넷계층 UDP를 가지고서 더효과적인 
제어기술의 구현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본 기술의 특징은 PC 통신의 신호를 인터넷통신으로 변환하는 융·복합 변환
신호 기술이다. 이더넷 모듈은 WIZ100SR모듈로서 RS-232프로토콜을 TCP/IP프로토콜로 변환시키는 게이트웨이 모듈
로 시리얼장비가 전송한 시리얼 데이터를 TCP/IP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반대로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TCP/IP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로 변환하여 시리얼 장비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프로토콜은 하위계층인 서브넷 
계층인 인터넷계층을 이용한 UDP를 사용한 원격제어보드를 제어가 속도면에서 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시리얼 통신, UART, TCP/IP, RS-232, UDP,융·복합 변환신호

Abstract This paper suggest remote control technic using TCP/IP protocol network after UART serial 
communication implemented through RS-232 cable to ethernet module. This is multidisplinary signal technique 
which is PC signal is converted to internet communication signal. Ethernet module is WIZ1000SR. This is gate 
module which convert RS-232 protocol to TCP/IP protocol. This module convert serial data transmitted serial 
device to TCP/IP type data, in contrast TCP/IP data received through network converted to serial data 
transmitted to serial device. This paper propose that the lower subnet internet layer UDP module make the 
higher speed in control board than TCP/IP signal.   

Key Words : Serial Communication, UART, TCP/IP, RS-232, UDP, Multidisplinary convertio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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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더넷(Ethernet)은 1976년 제록스 사의 멧캘 (Metcalfe)

와 보그(Boggs)에 의해 개발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각국(station)을 동축 이블을 사용하여 연결

하고, 멘체스터 코딩 방식을 사용하며 속도는 100Mbps 

정도인 고속 네트워크 방식이다. 주로 고속의 근거리 통

신망(LAN,Local Area Network)에 사용되며 이블의 

길이는 약 2.5Km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더넷에 사용되

어지는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al)는 WAN(wide Area Network)시스템을 하여 

설계된 산업 표  로토콜이다. 이 로토콜은 이더넷 

카드와 이블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하며,NetBEUI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 로토콜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2,3].

TCP/IP의 기본 구조는 [Fig. 1]과 같다. TCP/IP는 말 

그 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응용 로그램계층에서 인터페이스를 한 TCP

는 UDP와 하드웨어 계층에서 인터페이스를 한 

ICMP/IP/ARP/RARP등이 그것이다. 이 에서 우리는 

TCP,UDP,IP에 한 내용을 다룬다.

기존의 T.Dunigan과 Grossman의 논문에서는 TCP/IP

와 UDP를 병렬로 연결하 을 때 송신측과 수신측간의 

신뢰성문제로 UDP의 품질이 TCP/IP에 비해 하된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속도를 빠

른 송으로 루 를 순환하면  속도면에 있어서는 UDP

가 TCP/IP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재 범용으로 사용하는 ping기술이 TCP/IP기술을 변

하므로 이와 같은 재의 범용 사용기술을 다루면서 서

로 반 되는 상황을 가지고서 신뢰성을 논하면 UDP기술

을 WIZ100SR보드로 하드웨어화 하여 속도와 신뢰성 문

제에 있어서 기존의 논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4].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UDP(USER DATA Protocol)

란? TCP/IP환경에서  UDP는 한 응용 로그램에서 다

른 응용 로그램으로 데이터 그램을 송하는 기본 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다. 한 ,UDP는 한 포스트 안에서 돌

아가는 응용그로그램들을 구분하는데 쓰이는 로토콜 

포트를 제공한다. 이는 한 호스트 안의 용용 로그램이 

다른 호스트안의 특정 응용 로그램이 데이터를 송 

할 수 있게 해 다[5].    

그런데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고, 비연결 인 데이터그

램 송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UDP메시지는 손실되거

나 복될 수 있으며, 순서가 뒤바 어 도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패킷들이 수신자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빨

리 도착할 수 있다. 각각의 UDP메시지는 손실되거나 

복 될 수 있으며 순서가 뒤바 어 도착할 수도 있다. 그

리고 패킷들이 수신자가 처리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각각의 UDP 메시지는 유  데이터 그램

이라고 불리며, 개념 으로 하나의 유  데이터 형식을 

나타낸다. UDP의 헤더는 그림에서 보듯이 메시지가 보

내진 포트, 메시지의 목  포트, 메시지 길이 그리고 

UDP 체크섬 정보를 가지고 있는 4개의 16비트 필드로 

구성된다[6,7,8].이를 TCP/IP개념을 빌려서 같은 형식으

로 포맷과 같게 하고 소켓을 다르게 하여 데이터 송형

식을 구 하려한다.

2. 이더넷 구조와 프로토콜 구현 맵핑 

구성

이더넷 구성 OSI 7계층 구조와 로토콜과의 상호 연

에서 호스트끼리의 연 은 4계층부터 이루어 지고 3계

층 까지는 함께 묶어서 TCP/IP와 연결된다[9,10].

[Fig. 1] Protocol Mapping Structure
        

PC의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RS-232C 이블을 PC

의 소켓에다 삽입한후 WZ-100SR모듈을 반 편 커넥터

에 연결한다.

RS-232C는 2개의 송/수신 신호선(TX/RX)과 5개의 

제어선(CTS, RTS, DTR, DSR, DCD)그리고 2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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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SG, FG)이 필요하다. RS-232C에서의 단 을 보완하

는 규정들이 422번째,485번째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들

이 EIA에 승인된 RS-422와 RS-423들로서 이 표 들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면서도 기 인 간섭에 더욱 강

해졌기 때문에 이 의 표 인 RS-232C를 체하게 된다

[9,10,11].양쪽의 그라운드가 동일한 시 에서 송수신 할 

때는 송거리가 멀어지거나 잡음이 발생하면 신호가 약

해지며 신호를 정확히 단하지 못하게 된다[12,13,14]. 

그래서 송신과 수신을 각각 +,-로 분리해서 반 논리신

호와 함께 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TX신호는 

TX+와 TX-로 각각 분리하며 RX선 한 RX+와 RX-로 

분리하여 데이터를 송한다. 이때 송  잡음이 발생

하여도 두 신호선에 같이 용되어 감쇄되며 수신측에서

는 이 +,-신호들을 비교하여 단하기 때문에 송 데이

터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한 일 일 통신의 단 을 

보완해서 1:N 혹은 N:M으로 다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

는 규정도 생겨난다[15,16,17].

시리얼 이블을 연결하여 이더넷모듈을 연결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가. 신호 변환 설정을 해 PC와 WIZ100SR을 연결한

후, Configuration Tool을 실행한다(Configuration 

Tool version 2.1 이상 지원)[Fig. 2].

나. “IP Configuration Method” 탭에서 이더넷 변환탭

을 선택 한 후, 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다. “Setting” 버튼을 러 설정을 용시킨다.

라. 모듈을 ADSL라인과 연결한다.

마. “Enable Serial Debug Mode”가 설정되어 있다면 

Serial Console에서 시리얼과 이더넷 속과정을 볼

수 있다.

[Fig. 2] result console display 

바. [Fig. 2]는 Hardwired Internet Connectivity Wizard 

모습이다.

시리얼 이블에 연결한 속 커넥터의 이더넷 모듈

과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리얼 이블쪽의 

콘솔인 하이퍼 터미 에 모듈과 련된 코딩을 <Table 

1>과 같이 실행한다.

wiz100SR/WIZ110SR Ver.02.02

--PHASE 0. PPPoE(ADSL) setup process--

--PHASE 1. PPPoE Discovery process--ok

--PHASE 2. LCP process — ok

--PHASE 3. PPPoE(ADSL) authentication mode --

Authentication protocal: c223 00,

-- Waiting for PPPoE server’s admission — ok

--PHASE 4. IPCP process -- ok

<Table 1> Hardwired Internet connecting structure 

3. 실험 및 결과

3.1 하드웨어 사양  조립 과정 및 결과

컴퓨터 인터넷 통신을 수행하기 해서는 보드를 조

립하여 테스트를 먼 한다. 테스트를 해서는 기본 으

로 모듈과 테스트보드가 비되어 있어야 한다.

모듈과 테스트보드 그리고 PC가 비되어 연결이 

[Fig. 3]과 같이 되는데 PC의 시리얼 통신은 하이퍼 터미

을 통해 콘솔링 하게 된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테스트 보드상의 소켓에 WIZ100SR를 장작한

다. [Fig. 3]상의 모듈  JP1과 테스트 보드상

의 JP1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2. 테스트 보드상의 RJ-45 커넥터와 허 ( 는 

PC의 이더넷 포트)를 이더넷 이블을 연결

한다.

단계 3. 테스트 보드상의 시리얼 컨넥터(DB9 잭)와 시

리얼 장비를 RS-232시리얼 이블로 연결시

킨다.

단계 4. 5V(500mA) DC 워 어 터를 테스트보드에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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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line Connecting Structure  

연결된 PC 시리얼 신호선은 이더넷 속 네트워크로 

신호 변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리얼변환 이더넷 속 

신호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인 이더넷 네트워크로 속된

다. 

 

[Fig. 4] Ethernet network structure

즉 이더넷 변환 모듈인 WZ100SR인 [Fig. 3]의 신호는

PC시리얼 신호선이 이더넷 변환신호로 [Fig. 4]의 네트

워크로 입력되어져 TCP/IP 신호선과 UDP신호선으로 

변환된 채로 신호의 끝단인 제어모듈로 입력되면서 속도 

측정을 시행하여 어떤 로토콜이 속도차이면에서 나은

지 실험을 하게 된다.

3.2 소프트웨어 작성

실험은 소켓 로그램을 작성하여 UDP와 TCP/IP와

의 일반 인 LED모듈로 구성된 목표 제어모듈에 얼마만

한 속도로 도달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실험 과정은 

<Table 4>의 입력 단계를 축약시켰고 이를 풀이하는 과

정을 <Table 4>의 에다 표시하 다

1    input“+++”  Serial Configuration mode 

2
“<E>” response

acknowledgement 
Trying input sucess 

3 input“<WI192.168.11.3>” exchange IP 192.168.11.3

4
“<S>”response

acknowledgement
exchange IP number 

5 input “<RI>” module IP acknowledgement

6
“<S192.168.11.3>”

acknowledgement
exchanged IP acknowledgement

7 input “<WR>” rebooting

8
“<S>”response

acknowledgement
rebooting command inform

9 rebooting module

<Table 4> Serial Configuration Series Contents

소켓은 아무리 빨리 송을 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일

반 Send함수를 사용하여 블럭 걸려서 송이 끝날 때 까

지 멈추게 되는데 IOCP에서는 송을 시키게 해두고 그

냥 빠져나오는걸로 하고 그래서 송큐에 30번의 패킷을 

담아둘 수 있도록 해둔다. ( 송이 완료된다면 그 큐를 

비우게 된다.) 그러나 송횟수가 30번은 고사하고 5~6번

만 Sleep없이 송하게 되면 소켓이 바로 죽어버리기 때

문에 응답을 다 받기 에 계속 패킷을 쏘아보내서 죽게 

결과로 그 로 컴퓨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Sleep따  필요가 없이 그냥 잘날아가므로[Fig. 

4]의 그림에다 <Table 4>의 버튼을 날려 보내어 실험을 

한다. 그러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Sleep은 길어져야 이를 소켓 로그램에다 코딩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bool CNetwork::Write(BYTE *data, DWORD 

dataLength)

{

 CThreadSync Sync;

 if (!mSocket)

 return false;

 if (!data || dataLength <=0)

 return false;

 saBuf.buf = (CHAR*) data;

 INT ReturnValue = WSASend(mSocket,

 &WsaBuf,

 &WriteBytes,

 WriteFlag,

 &mWriteOverlapped.Overl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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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if (ReturnValue == SOCKET_ERROR 

&&WSAGetLastError() != WSA_IO_PENDING 

&&WSAGetLastError() != WSAEWOULDBLOCK)

 {

 End();

 CLog::LogWrite("Write 소켓에러 소켓(%d)",mSocket);

 return false;

 }

 return true;

}

이러한 실험 결과 UDP와 TCP/IP신호를 속도 체크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 Flowchart of UDP serial program

UDP는 커넥션이 없는 로토콜이다.UDP는 Socket 

커넥션이 필요없이 통화할 수 있다. TCP/IP 로토콜은 

데이터 통화에 의존을 보장해야만 하지만 UDP 로토콜

은 데이터통화의 보장을 필요로 하지않는 데이터 군이다. 

왜냐하면 UDP는 알고 있는 호스트 IP주소와 포트를 가

지고서 많은 다른 장비들과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

넥션 소켓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많

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단지 하나의 소켓을 가지고 다른 

것들과 통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것

들과 쉽게 통화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하기 해 손상된 데이터를 재 송 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이다. 화 같은 문

제는 소켓 로그램의 일반 인 로그램을 사용하여 

송하는데 이때 이를 해결하기 해 손실된 데이터군의 

재 송을 빠른  송 속도로 재 송 루 를 구성하는 것

이다. 이를 [Fig. 5]의 재 송 루 로그램을 구 하여 

코딩화을 실 하고 이를 확인하는  송 로그램의 재

송 루  로그램 순서도를 “Complete sending?에서 

”Time out”의 궤환순서도를 WIZ100SR의 빠른 하드웨어 

속도로서 구 하여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본논문에서 TCP/IP 로토콜 신에 TCP/IP 로토콜

을 사용하는 응용 로램인 ping을 직 사용하 고 이결

과 UDP와의 속도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6] result of speed TCP/IP & UDP

[Fig. 7] comparison of network performance by 
interval syn-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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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에서 TCP/IP신호인 ping 신호는 매우 격한 

신호 변화를 가져와 신호면에서도 불확실한 모양을 보이

고 속도면에서도 [Fig. 7]에서 UDP신호와의 비교가 되어

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시리얼 이블을 사용하여 PC신호 사

용하는 UART신호인 시리얼 신호를 변환하여 이더넷 신

호 신호로 사용할 경우에는 TCP/IP신호 보다는 UDP신

호로 변환하여 원격으로 제어하는 목표 제어보드에 좀더 

신뢰성 있고 빠른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나은 결과이다.

4. 결론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이더넷 통신과의 연결을 시

도한후 제어보드를 원격 제어하여 이더넷 통신 모듈의 

신호간 연결이 어느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

가 되는가를 실험 하 다. PC의 시리얼 신호를 원거리의 

제어보드를 제어하기 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가 효과 일 텐데 이를 사용하기 해서는 인터넷 신호

의 각 신호 로토콜체계의 각기 다른 신호를 선별하여 

송을 하여 제어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개의 로토콜인TCP/IP신호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로토콜인 UDP 로토콜을 이용을 하

는데 UDP를 사용하는 것이 신호의 안정 인 형태와 속

도의 빠름을 가늠할 수가 있었으므로 이를 장에서 구

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두 신호의 

구별이 직 인 작업장에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

이라 할지라도 좀더 세부 인 기술을 도입하여 구체 인 

선별작업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나은 결과로 볼수 있다. 

본실험을 통해 앞으로는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 것보다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기술 인 추세이므로 무

선통신인 RF신호를 이더넷 신호에다 속하여 원격 제

어하는 실험을 목표로 하면 좀더 원거리  다수의 이용

가능한 기술 인 형태로 본실험을 향상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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