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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Data Management Solution Provider

DavinSoft

다빈소프트(주)는

데이터 감시/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입니다.

사업분야의 원천기술과 핵심요소기술을 국산화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 확대,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적 제약이 없습니다.

설비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고속 수집

및 저장, 사용자 정의 시각화, 예측분석, 경보, 자동화 리

포트를 처리하는 순수 국산 기술의 감시/제어 시스템과

분산시스템 구조 및 시스템/네트워크 이중화 기술, 네트

워크 간 보안전송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빈소프트(주)는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원천기술로

사회와 국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플랜트 및 계전장치 감시제어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 혁신데이터센터, FEMS, 방위산업, AI

•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5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119호

www.davin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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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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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스 플랜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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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및 주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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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100%

소스코드레벨
자체개발

주요 솔루션

대용량 데이터 고속 수집 처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표준화

기기 및 설비 제어



DavinSoft

고속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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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Mon – 고속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6

시스템 구성

DCS, PLC, Sensor, Transmitter…

감시제어 시스템

- 데이터 분석 도구, 대시보드

- 로컬 데이터 히스토리안

- 장치 별 드라이버 지원

감시제어 시스템

감시제어 시스템

…

통합 서버 시스템

- 전사 데이터 통합

- 데이터 히스토리안

- 데이터 분석 도구

- 데이터 리포트 도구

통합 관제 센터

감시/제어

분석/리포트

Product

 DataMon은설비나장치데이터를표준화되거나특별하게제작된드라이버로연결하여고속으로수집하고저장하며효과적으로시각화할수있습니다.

수집된데이터는데이터분석및리포트도구를통해인사이트를제공하며의사결정에필요한결과데이터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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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장치 드라이버 지원
- OPC DA/UA

- MODBUS 등

실시간 드라이버 로딩/언로딩

자동 계산 스크립트 지원

 실시간 채널 접속기능

 DLP(Data Loss Prevention)

분산 시스템 구조 지원(Multilayer, Multilink)

모듈형 구조, 사용자 API 제공

보안통신지원
- 단방향 통신
- 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AES, SHA, RSA, X.509인증서)

장치드라이버 모니터링 기능

 네트워크 채널 모니터링

 실시간 데이터 뷰

 아이템 뷰 및 관리기능

 Dashboard

 Trend View

 XY Plot View

벡터 그래픽 화면 편집
- 드로잉 툴, 심볼, 레이어, 속성 조절 기능

 상용 데이터베이스 지원
- MySQL, MariaDB, SQLite, etc.

표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DataMon – 고속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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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작 User Interface

 사용자 화면 구성

DataMon – 고속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Product

• Power Point와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설비가 변경되거나 화면 추가 시 공정도(Process Flow Diagram),

Dashboard 화면을 사용자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 데이터를 수치, 색상, 그래프, 트렌트 차트,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설비 상태 및 데이터를 시각화

• 사용자 정의 심볼 구성으로 자주 사용하는 상태 이미지나

오브젝트 그룹을 편리하게 적용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가 직접 공정도 화면이나 설비 상태 화면을 구성

• 소프트웨어 수정없이 설비 변경 또는 신호 추가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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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스템 구조(Multi-Link, Multi-Layer)

DataSever

 라인, 공장, 전사 단위로 통합

하위 Layer에서 상위 Layer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여 통합함으로써 전사 통합을 하는 구조로

각 단계별로 시스템이 분리 운영되는 형태로 각

Layer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며 성능면

에서 유리

DataMon – 고속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Product

DataMon

라인/설비 1

Layer 1

OPC DA Server

DataMon

라인/설비 2

DataMon

라인/설비 1 라인/설비 2

Layer 2

Layer 3

OPC UA Server

Site A

DataSever DataSever

DataMon

Site B

 데이터 트래픽 분산

하위 Layer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와

상위 Layer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구분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절감

단계적 도입 적용 설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설비, 라인, 공장 단위로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며 예산에 맞춰

합리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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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Applications

Heartbeat Heartbeat

DataNet

이중화 시스템 구성

 시스템 이중화

중요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주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자동적으로 부 시스템으로 절체가 이루어져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이중화

통신포트 및 선로상의 문제에도 운영중단 없는 네트워크

DataMon

DataMon

Data Sever

Data Sever

Primary

Secondary

DataMon – 고속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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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표준 인터페이스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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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Server –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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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Open Platform Communication Unified Architecture)

- OPC UA는 서로 다른 산업용 장치 및 소프트웨어 간 원활하게 통신하기 위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로서 여러 제작사의 다양한 공정 제어 및 감시 장치들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산업표준 인터페이스

- OPC UA Server는 OPC 기준에 따라 OPC DA/UA를 지원하며 OPC, MODBUS 등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며 비표준 장치의 경우 드라이버를

통해 표준화된 연결성을 제공

국제인증기관 OPC Foundation(독일)

인증시험 진행 중

Product

특장점

 순수 국산 소프트웨어

- 검증된 성능

- 합리적인 도입 비용

 비표준 장치 Driver 지원

- 표준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현장의 오래된 설비도 통신 연결

- 데이터 표준화



DavinSoft 13

주요 기능

표준 Driver

- MODBUS RTU/TCP

- OPC UA/DA

- FanucCNC

- FENET

 Custom Driver

- 비표준통신프로토콜 장치지원

 Performance

- 데이터처리속도 20ms(max)

 Security

- Policy {None, Basic128Rsa15, Basic256, Basic256Sha256}

- Mode {None, Sign, Sign & Encrypt}

 Authentication

- Type {Anonymous, User Name, Certificate}

 Certificate Generation

- RSA Key Size {512, 1024, 2048. 3072}

- Digest Mode {SHA1, SHA256, SHA512}

- Private Key Encryption Algorithm {Not Encrypted, AES128CBC, AES256CBC}

OPC UA Server –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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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간 데이터 보안 시스템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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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보안시스템 GS인증 1등급

❑ 인증서(X.509)

❖ 512, 1024, 2048, 3072 RSA key size

❖ None, AES128CBC, AES256CBC

Encryption algorithm for private key

❑ 암호 키 교환
❖ 16 or 32 bytes encryption key

❖ RSA Encryption for key

❖ RSA Signature(64,128,256,384 bytes)

❑ 데이터 암호화
❖ AES CBC for data encryption

❖ RSA Signature(64,128,256,384 bytes)

❑ 디지털 서명
❖ SHA1, SHA256 digest

❖ RSA Signature(64,128,256,384 bytes)

• 인증등급: 1등급(소프트웨어 품질등급의 최고등급)

Level1 (The Highest level of Software Quality Certification)

• 인증번호:  20-0022

• 인증일자:  2020. 08. 07

•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 

주요 항목

SecureNet – 네트워크 간 데이터 보안 시스템 Product

SecureNet

- 중요 설비/정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일반 네트워크로

단방향 전송만 허용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

- 중요 네트워크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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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Net – 네트워크 간 데이터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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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보안영역 및 비 보안영역 데이터 전송 구간 암호화 (SEED)

- 관리자 계정 및 접속 정보 암호화 (SHA-256)

- 클라이언트 연결 및 세션 구간 암호화 (AES-256)

- 주요 정책 및 환경 설정 파일 암호화 (AES-256)

- 보안 감사 기능을 통한 잠재적 보안 위배 사항 경보 발송

○ 물리적 단방향 데이터 전송

- 물리적으로 역방향 데이터 전송 원천 차단

- IP 및 포트허용을 통한 단방향 네트워크 구성

○ 논리적 단방향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 원천 차단/허용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

- 보안 감사 기능을 통한 단방향 전송 정책 무결성 확인

단방향 보안 솔루션 보안구간 암호화 물리적 & 논리적 단방향 시스템 구성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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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물리적 접근 통제

•단방향 통신 및 정책 수립

단방향 보안 통신

•감사 기록

•관리자 식별 및 인증

•보안 정책 설정 및 관리

•전송 데이터 보호

•자체 진단 기능

•로그인/아웃 세션 관리

보안 및 감사 기능

•국가 및 공공기관 망간

자료전송 보안 요구사항

•망간자료전송 EAL2 규격

국가 보안요구사항 준수

Packet control & monitoring

File management

Stream modulation

Secure Manager

Data Packing

데이터 암호화
(AES, SHA, RSA)

Stream modulation

File management

Secure Manager

물리적
접근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예측분석 시스템

기타 솔루션

• 암호화전송
• 물리적접근통제

보안 설비망

중요서버

DCS

제어장치

보안시설

단방향 보안 통신 예시

업무망

모니터링시스템

Data Unpacking

데이터 복호화
(AES, SHA, RSA)

SecureNet – 네트워크 간 데이터 보안 시스템 Product

보안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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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단방향 네트워크 정책

 단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설정

 프로토콜/IP/포트 기반 데이터 전송 인가

2. 단방향 보안정책 무결성 검증

 단방향 네트워크 정책 위/변조 모니터링 기능

 무결성 검증을 통해 정책 변경 시 경보 지원

3. 시스템 보안 감사 기록

 시스템의 동작 및 정지와 같은 각종 이벤트 기록

 시스템 동작 이력 확인

4. 관리자 계정 보안 감사 기록

 관리자의 접속 및 해제 등 계정 이벤트 기록

 접속 이력 확인

5. 네트워크 보안 감사 기록

 네트워크 구간 데이터 전송 이벤트 기록

 데이터 전송 이력 관리

6. 잠재 보안위배 사항 경보발송

 잠재 보안 위배 사항 모니터링 기록

 각종 보안 위배 사항 발생 시 경보 발송 이력 관리

SecureNet – 네트워크 간 데이터 보안 시스템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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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 예시

1. 집진기 설비 모니터링

2.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3. 혁신데이터센터

4. 인공지능 훈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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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진기 설비 모니터링

20

WEB/WAS

보일러

배전반

냉동기

공조기

열교환기

Public 

Internet

GATEWAYFIREWALL

집진설비
A-1

OPC Client

OPC Server

히트펌프

송풍기

Local Network

DATABASE ANALYSIS
통합 관제 센터

집진설비
A-2

집진설비
A-n

…

데이터 수집 장치

Local Network

공정 A

집진설비
A-1

집진설비
A-2

집진설비
A-n

…

데이터 수집 장치

공정 n

…

• 가동신호
• 온도신호
• 전력신호

3상 전압
3상 전류
kVA
kVAh
kVARh
kWh
Power Factor

• 차압신호 등

Client

공장 A

용해로

기타설비

공장 B

…공장 n

Client

Mobile/Web

* 구성예시로서사업장규모및예산에적합하게합리적으로시스템을구성할수있습니다.

기술적용예시

Dat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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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진기 설비 모니터링 - 샘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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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화면으로사업장설비현황에따라원하는디자인으로구성가능하며사용자가직접화면을파워포인트처럼생성및수정할수있습니다.

기술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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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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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현

1. 설비에서 회사지표까지 원스톱시스템(One-stop System)

2. 모든 에너지 데이터의 All-in-one 시스템

3. 사업장 주요에너지 및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4. 지속적 업데이트 & 폭 넓은 범위의 관리 시스템

5. 분석과 관리를 통해 개선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기준정보

공정/설비/지표/계측관리

이상감지/결함분류기준

사용자/권한/인터페이스관리

모니터링관리

에너지 Flow Diagram

에너지 Power Search

이상감지/결함분류

분석및예측관리

주요요인/상관분석

미래사용량예측산정

절감목표시뮬레이션

목표및비용관리

에너지목표및비용관리

에너지절감과제관리

과제연계관리

리포트/ 차트툴

Visual Analytics

Statistics

Power Search

• 에너지 데이터
• 분석 데이터

* DataMon은설비변경, 증설, 에너지분석및예측등시스템으로확장시저비용으로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플랫폼기반솔루션입니다.

기술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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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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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클라이언트 관리
Server

…

센서, 계측장비

DataNet

Server

Smart MC공장1

Edge Gateway

OPC UA 서버

60개 공장

KT Cloud

Mongo 

DB

OPC UA 서버

운영서버

OPC UA 서버

공중망, OPC UA 통신

3개

공정모니터링, SCADA, CPS

KT Cloud

공장2 공장n

센서, 계측장비 센서, 계측장비

Edge Gateway

OPC UA 서버

Edge Gateway

OPC UA 서버

기술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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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 훈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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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차 비사격 훈련 시스템

기술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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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DavinSo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