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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large data processing and suitable FAT32 file system for industrial system using a PLC and CF memory

was implemented. Most of PLC can’t save the large data in user data memory. So it’s required to the external devices

of CF memory or NAND flash memory. The CF memory is used in order to save the large data of PLC system. The

file system using the CF memory is NTFS, FAT, and FAT32 system to configure in various ways. Typically, the file system

which is widely used in industrial data storage has been implemented as modified FAT32. The conventional FAT 32 file

system was not possible for multiple writing and high speed data accessing. The proposed file system was implemented

by the large data processing module can be handled that the files are copied at the 40 bytes for 1msec speed logging

and creating 8 files at the same time. In a sudden power failure, high reliability was obtained that the problem was solved

using a power fail monitor and the non-volatile random-access memory (NVSRAM). The implemented large data

processing system was applied the modified file system as FAT32 and the good performance and high reliability wa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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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가전, 자동차, 기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LC는 공장 자동화의 진행에 따라 필수요소

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PLC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되더라도 오작동 당

시의 이벤트 상황뿐만 아니라 이벤트 전, 후 상황을 데

이터로 기억해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대체 방

안과 수정안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1-3]. 또한 산업

시스템의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와 같은 모니

터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PLC의 내

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CPU 내부에 있는 제한된

데이터 메모리 영역에 저장 하게 된다. 내부 용량은 보

통 1 Mbyte 보다 작은 공간으로 용량으로써 제한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 이벤트 상황의 대용

량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일부분의 제한적인 데이

터들만 저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PLC는 대

용량의 데이터 저장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제시되며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높은 신뢰성과 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또한 불시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시스템의 정전 상황에도 데이터의 내용에 이상이

없이 저장되어야 하고, CF메모리 내부 섹터 또한 베드

섹터 발생이 없어야 한다. 

PLC 내부에서 대용량 처리 장치로 전송된 데이터는

1차로 이중 액세스 메모리 (dual port ram)에 저장되고

2차 저장 장소로는 SDRAM과 비 휘발성 메모리인

NVSRAM(non volatile SRAM)에 저장되어야 한다.

SD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E-mail : kimmk16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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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의 백업이 불가능하

다. 그러나 NVSRAM과 같은 비 휘발성 메모리는 전

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데이터는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 점에서 ROM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불시에 전원이 OFF되는 현상에

도 데이터손실을 막고 정확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다. NVSRAM과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메모리는 플

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CF메모리나 SD메모리를 이용

하지만 산업용으로는 신뢰성 때문에 CF 메모리를 주

로 이용한다. 최근 주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에는

NOR형과 NAND형 등이 있다. 물리적으로는 NOR는

cell이 병렬로 연결된 방식이고, NAND형은 직렬로 연

결된 구조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NOR 플래시 메

모리는 집적도가 낮고 고가이며 읽기 속도가 빠르지만

쓰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등의 코드 저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4,5]. 이에 비해

NAND 플래시 메모리는 고집적화가 가능해 대용량 플

래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페이지 단위로 접

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쓸 때 속

도 면에서 유리하고 제조 단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CF 메모리 카드 또한 대부

분 NAND플래시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히 NAND 플래시로 저장된 데이터는 PC에서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시스템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파일시스템이라고 하면 과거 DOS부

터 시작된 FAT, FAT32 그리고 NTFS로 발전된

Microsoft사의 파일시스템과 UNIX 파일 시스템,

Linux용 파일시스템인 EXT, EXT2, JFFS 등이 존재한

다. 그러나 이러한 파일시스템은 PC및 HDD를 사용하

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파일시스템으로써, 대용량을

처리하는 모듈,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6,7].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극복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파일시스템을 만들기 편리하

고 고속화를 꾀하기 위하여 산업용 시스템에 널리 사

용되는 FAT32를 기본 파일시스템으로 선택하고 대용

량처리와 고속 처리를 하기 위한 변형된 FAT32 파일

시스템을 설계 하여 실제 PLC의 내부데이터를 읽고,

쓰기에 용의한 CSV 파일로 만들어 윈도우 상에서 직

접 확인하고자 한다.

2. 대용량 데이터 처리

2.1. 변형된 FAT32 파일 시스템

일반적으로 CF 메모리에는 내부에 마이크로 컨트롤

러가 존재한다. 사용자가 메인 컨트롤러에서 원하는 영

역으로 쓰기 신호와 실제 데이터를 CF 메모리로 전송

하게 되면 컨트롤러는 신호를 받아 자체적으로 NAND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컨트롤러

는 Ready 신호를 메인 컨트롤러에 전송하게 된다.

Ready 신호는 CF 메모리 내부 컨트롤러의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신호로써 이 신호가 나오는 것은 CF메모리

가 다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메인 컨

트롤러는 Ready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

다. NAND플래시의 쓰기 동작은 명령과 어드레스 그

리고 기록할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로 전송하는 시간

을 셋업 시간(setup time)이라고 한다. 전송된 데이터가

메모리 셀(cell)로 기록되는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 사용시간은 셋

업 시간과 프로그램시간을 합친 시간이 된다[8]. 이 시간

은 최소로 보장되고 나머지 시간을 단축해야 데이터를

고속으로 대용량 처리 할 수 있다. Fig. 1과 Figs. 2, 3은

변형된 FAT32시스템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림이며 이에 대한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과정

CF 메모리를 포맷 후에 CF 메모리의 FAT32 영역을

시스템의 부팅이 끝난 후 SDRAM영역으로 모든 정보

를 복사한다. 일반적인 시스템의 FAT영역은 CF 메모

리에 존재 하게 된다. CF 메모리 내부 컨트롤러의 클

럭 속도는 FAT영역의 클러스터와 섹터를 찾는 속도가

내부 신호 처리와 같이 연결될 경우 매우 느리게 된다.

그래서 SDRAM 메모리를 이용하여 FAT영역을

SDRAM 영역에 똑같이 복사 하여 CF 메모리 컨트롤

러의 역할은 쓰기만 하고 읽기는 메인 컨트롤러에서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

할 수 있게 설계 하였다. 16 GByte 메모리를 4Kbyte

Cluster 부터 64Kbyte Cluster 포맷을 SDRAM 8MByte

공간에 CF 메모리 전 영역을 복사 할 수 있다.

2) 2단계 과정

처음으로 파일이 저장될 때 초기 클러스터가 할당된

다. 처음 저장되는 클러스터 번호, 파일 이름, 파일 사

이즈, CF 메모리의 전체 사이즈를 NVSRAM에 저장

한다. 부팅이 될 때마다 이전의 데이터들을 백업해서

데이터의 연속 저장을 할 수 있게 도와 준다.

3) 3단계 과정

파일이 한번 생성될 때 16Mbyte 클러스터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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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고, 섹터에는 쓰고자 하는 용량만큼 만 쓴다. 

Fig. 2는 기존의 방식과 본 논문의 방식의 차이를 설

명한다. Fig. 2의 (b) 방법은 파일을 생성할 때 파일 사

이즈를 16 Mbyte의 클러스터를 할당한다. 일반적인

FAT32 파일시스템은 쓰려고 하는 파일 사이즈만큼만

클러스터를 할당하게 된다. 또한 파일을 쓸려고 할 때에

도 항상 클러스터영역의 쓸 수 있는 영역을 검색한다. 

또한, Fig. 2의 (b) 의 방식에서 파일을 열 필요 없이

파일의 데이터 포인터를 지정해둔 상태에서 지속적으

로 데이터만 써 내려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기존

방식은 데이터를 받는 즉시 CF메모리에 쓰는 방식이

다. 즉 데이터가 1 byte의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면,

그 1 byte 만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 CF메모리의 포인

터를 찾고 데이터를 쓰게 된다. 본 논문의 방식은 새로

운 데이터가 1 byte 있다고 할 때 CF 메모리에 저장하

는 것이 아니라 임시버퍼 NVSRAM 에 저장해 둔다.

CF 메모리 는 1 byte의 데이터만을 저장 하는 횟수에

서 많은 소모가 일어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은 이러한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파일을 쓰고 난 뒤 항상 다음에 쓰

게 될 위치의 클러스터를 NVSRAM에 저장한다. 이러

한 방식은 연속적으로 파일을 쓸 때 클러스터를 다시

할당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클러스터의 검색 없이 저장이 되므로 대용량

데이터처리와 고속 처리를 가능 할 수 있게 한다. 위에

서 설명한 내용은 아래 Fig. 3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함 ready 횟수와 시간이 저장하는 횟수

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시

스템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없는 경우 누적된 데

이터에 대비하여 512Kbyte 용량의 NVSRAM을 사용

한다. 또한 기존의 파일시스템은 섹터 부분을 임의로

Fig. 1. Saving from CF memory to SDRAM.

Fig. 2. Basic FAT32 and modified FAT32.
Fig. 3. Basic and modified algorithm for clust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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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때문에 쓰기에 제한된 횟수가 있는 NAND 메모

리의 특성상 골고루 섹터를 써야 수명을 오래 유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섹터를 처음부터 사용하

여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저장하는 방식으로 CF 메모

리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

존에 사용되던 기본적인 FAT32 파일시스템과는 다른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변형된 FAT32 파일 시

스템으로 CF 메모리의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

리 할 수 있게 되며, CF 메모리의 수명 또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 파일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CF 메모리를 산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많은 고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CF메모리에 진동을 가했을 때 모

듈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순간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 CF 메모리의 내용이 잘 보존 되

어 있는가 하는 문제점은 항상 따라 다닌다. 

특히 예기치 못한 정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PLC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휘발성 메모리인

SDRAM에 저장 하지 않고 NVSRAM에 저장하여 전

원이 OFF될 때까지 데이터를 CF 메모리에 저장한다.

NVSRAM은 정전 시에도 비 휘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9-11].

NVSRAM은 PLC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전원이 OFF되

어 있는 동안 RAM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특히

전원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데이터 보관과 백업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정전 시에 메모리에 데이터만 보

관 하는 것으로는 신뢰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CF메모리의 에러의 발생유무에 있

다. PC의 경우 CF메모리에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 중

에 갑작스런 전원 OFF가 발생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는 실제로 CF 메모리에 데이터가 존재 하는지, 아니면

불량섹터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산업용 시스템은

PC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시 무수히 많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오류들로 벗어나지 못한다

면 산업용 시스템으로써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 오류의 해결은 CF 메모리의 컨트롤러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제어하여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이

OFF 될 시점을 미리 파악하여 NVSRAM에 데이터를

써주면 CF메모리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CF메모리는

AC 전원이 OFF되는 순간 CF 메모리는 현재의 작업을

마무리 한다. PLC는 전원 OFF 신호를 받아 CF 메모

리의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 모드로 들어간다. 비

정상적인 쓰기 동작을 보호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

을 높여 준다. 완전한 전원OFF가 아닌 일시적으로

0~50 msec 동안의 리셋이 발생할 경우 잠시 대기 모드

상태로 있다가 정상 상태로 복귀 하게 된다. 리셋이 아

닌 정전이 될 때는 대기 모드에서 그대로 전원이 OFF

되기를 기다린다. 정전 상황이 끝난 뒤 시스템이 부팅

되면 남아 있는 데이터를 CF 메모리의 내용과 비교하

여 다른 부분부터 순서대로 저장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준다. 또한, 시스템의 부팅 시에 완료되지 않은

파일의 위치를 찾아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

법은 SDRAM에 저장되어 있는CF 메모리의 FAT영역

의 정보 중에서 클러스터위치, 파일의 이름, 파일의 크

기, 섹터 정보는 NVSRAM영역에 따로 할당을 해 줌

으로써 백업이 가능하다. 결국CF 메모리는 시스템의

재 부팅 시에 저장되어있던 정보들로 인해 파일을 연

속적으로 안전하게 저장이 가능하게 된다.

3. 시스템 구현 및 실험

3.1. Proto-type 설계 및 구현

제안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Renesas사의

SuperH 계열인 32비트 RISC구조를 갖는 SH72625

MCU, 16 Mbyte SDRAM, 512 Kbyte NVSRAM, dual

port RAM(FACP), CF메모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최대 파일 저장용량은 16Gbyte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PLC 프로그램은 LS산전의 전용 프로그

램 XG5000을 이용하였다. 

또한 Fig. 4는 FAT32 파일시스템을 구현한 프로토

타입의 전면사진이다. 그리고 Fig. 5는 제작된 프로토

타입의 뒷면사진이다. 완성된 PCB는 배선의 복잡도

때문에 총 6층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PLC의

데이터 메모리를 1msec마다 저장한 후 CSV Excel 파

일로 저장하여 PC의 엑셀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

하는 그림이다.

이를 위해 XG5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PLC로부터

저장시간과, 데이터 종류를 파라 미터 값으로 dual

port ram에 저장한다. 저장이 완료된 파일은 윈도우 엑

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면 첫 열 데이터 저

장 시간이 나오고 두 번째 열은 Index가 나온다. 그 다

음부터는 PLC에서 보내진 데이터 들로 빠짐없이 CF

메모리에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의 그룹이

8개로 총 16 Gbyte CF메모리를 이용하여 800개까지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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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실험

Fig. 7 과 8은 CF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LED를 사용하여 측정한 실험결과 파형

이다. 쓰기 데이터는 5초 간격으로 파일당20Kbyte의 용

량을 6개의 파일로 차례대로 저장하여 얻은 결과이다.

CF 메모리에 처음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시간은 기본

적인 FAT32와 변형된 FAT32와는 차이가 1 msec 안팎

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 Fig. 9

와 Fig. 10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CF메모리의 속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10은 처음 파형을 측정하고 두 시간이 지난 시

점에서도 CF메모리에 저장하는 시간이 1 msec 안쪽으

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Fig. 9

의 기존 FAT32 파일 시스템은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저장작업과 느린 CF메모리의 클러스터 검색

으로 인해 21 msec 걸리던 시간이 66 msec 정도로 약

3배 가량 늘어 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저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늘어나서 결국은

CF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은 데이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방식은 파일을 한 시

Fig. 4. Large data processing proto-type top side.

Fig. 5. Large data processing proto-type bottom side.

Fig. 6. Data logging result with the CSV format.

Fig. 7. Basic FAT32 waveform when first writes.

Fig. 8. Modified FAT32 waveform when first w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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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도까지는 꾸준히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

제로 CF메모리에 저장되는 속도가 50 msec 정도의 시

간까지는 내부 NVSRAM 버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누락시키지 않고 저장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시간 정

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는 데이터의 누락이 발생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방식은 CF메모리에

데이터를 장시간 저장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전원 ON/OFF 실험

Fig. 11은 기존의 FAT32파일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원

을 ON/OFF한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제안된 FAT32 파일시스템을 사용하여 전

원을 ON/OFF한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과 Fig. 12의 파형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정

상적인 데이터의 저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모듈의 DC 전원은 AC 전원이 내려가고 잠깐 다

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DC 전원은 불안정

한 상태로 동작된다. Fig. 11은 AC 전원이 OFF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DC전원이 OFF되는 시점까지

CF 메모메모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12는 AC전원이 OFF 되는 시점을 미리

인식하고 정전시간을 계산하여 일정시간이상 정전이

이루어지면 CF 메모리는 현재 진행 중이던 저장 작업

을 마무리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원감시를 통하여 높은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구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전원 ON/OFF할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 보

Fig. 9. Basic FAT32 waveform result after one hour.

Fig. 10. Modified FAT32 waveform result after one hour.

Table 1. File write speed

Time

(Hour)
파일Size
(Kbyte)

Time(msec)

기존 방식 제안한 방식

0 20 22.3 21.4

1 20 60.2 21.8

2 20 103.2 22.1

3 20 236.3 22.4

4 20 474.2 21.9

5 20 불가 22.5

10 20 불가 22.2

24 20 불가 21.6

Fig. 11. Basic FAT32 power on/off waveform.

Fig. 12. Modified FAT32 power on/off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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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하여 차단기를 이용하여 20초 동안 ON 과 5초

동안 OFF를 반복적으로 실험하였다. 오류라고 실험한

종류는 파일 내부의 데이터 손실과 CF 메모리 내부 파

일의 클러스터가 망가진 경우, 섹터가 깨진 경우를 오

류라 정하고 횟수로 나타냈다.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파일시스템은 파

일을 쓰고 읽는 도중에 전원이 OFF 되었을 경우 CF

메모리가 전원 OFF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쓰면서

오류가 점점 증가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오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높은 신뢰성을 보였으며 데이터 또한 연결된 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산업용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형된 FAT32

파일시스템을 구현함으로 PLC를 이용한 대용량 데이

터 처리모듈을 설계 하였다. 기존의 CF 메모리에 저장

하는 FAT32 파일시스템 방식은PC에서는 사용자들이

간편하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산업 시스템에서

는 효용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 변형된 FAT32파일시스

템을 적용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모듈은 CF메모리를

중요한 저장장치로써 고속의 데이터 처리와 산업용 시

스템으로써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기존 알고리

즘과는 다르게 파일의 클러스터를 미리 할당하여 데이

터만 저장하는 것으로 최대 16Gbyte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불안한 전원에도 NVSRAM과 AC 전원 OFF감

시회로를 사용하여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용 저

장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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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wer ON/OFF test 

전원 OFF

횟수

파일 Size
(Kbyte)

오류 횟수

기존방식 제안한 방식

0~10 20 1 0

10~20 20 4 0

20~30 20 6 0

30~40 20 8 0

40~50 20 12 0

50~60 20 15 0

60~70 20 18 0

70~80 20 21 0

80~90 20 22 0

90~100 20 24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