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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사용 방법 
 

 
 

 

사용 설명서, 학습용 워크북 및 강의에서 사용된 기타 자료는 http://techsupport.osisoft.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OSIsoft 기술 지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각 기본 제목에서는 중요한 학습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로운 개념은 레벨 2의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강의 내내 학습을 도와줄 질문과 
과제가 제공됩니다. 

소그룹 또는 단독으로 실습을 
통한 새로운 기술 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아이콘을 통해 연습, 도구, 팁, 
설명서 참조 같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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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버전 

아래 목록은 본 과정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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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 System 기본 사항 

목표 

• PI System 의 구성 요소 설명 
• PI 포인트 설명 
• PI System Management Tools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데이터 찾기 및 보기 
• PI Coresight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데이터 찾기 및 보기 
• PI System 에서 절대 및 상대 시간 설명 
• PI 시간 식 변환 및 생성 
• PI Data Archive 에서 표준시간대 및 DST 와 미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설명 

 

1.1 중요한 IT 개념 이해 

이 클래스는 IT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IT 전문가가 아닌 경우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1.1 Windows 서비스 

Windows 서비스는 Windows 운영 체제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 상호 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Windows 
서비스는 대개 일반적으로 서비스 스냅인(services.msc)을 통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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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Windows 도메인 

Windows 도메인은 모든 사용자와 컴퓨터가 Active Directory 라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Windows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Active Directory 가 실행되는 컴퓨터를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도메인의 리소스(예: 데이터베이스)는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사용자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1.3 포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포트는 통신의 끝점입니다. 운영 체제에서 수신 데이터(또는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패킷)를 올바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경우 연결하려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포트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1.1.4 Windows 명령 프롬프트 

Windows 명령 프롬프트는 Windows 운영 체제의 명령줄 인터페이스입니다. 연속 텍스트 라인 
형식으로 운영 체제에 명령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ndows 명령 프롬프트 응용 
프로그램 이름은 cmd.ex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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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Windows PowerShell 

Windows 명령 프롬프트처럼 Windows PowerShell 은 명령줄 인터페이스이지만, 개체 지향 
스크립팅 언어이기도 합니다. Microsoft 에 의해 Windows 명령 프롬프트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Windows 에서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더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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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I System 이란? 

OSIsoft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하드웨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OSIsoft는 PI System만 판매합니다. 
PI System 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컴퓨터 및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I System 은 플랜트 또는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개선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PI System 은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소비자 사이의 모든 것입니다. 가능한 가장 간단한 PI System 은 다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PI 인터페이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PI Server 
o PI Data Archive: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o PI Asset Framework: 데이터를 구성 및 개선합니다. 

 
• PI 시각화 도구: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더 완전한 PI System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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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PI System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techsupport.osisoft.com/Products/에서 확인하십시오.  

 

1.3 일반적인 PI System 아키텍처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PI System 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데이터 소스와 동일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서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PI System 구성 요소 레이아웃을 “PI System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PI System 아키텍처는 매우 간단한 아키텍처부터 매우 복잡한 아키텍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론상, 모든 PI System 구성 요소는 같은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PI System 아키텍처를 선택할 때 보안, 성능 및 확장성 등의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일반적인 PI System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echsupport.osisoft.com/Products/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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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에서는 가상 학습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PI System 아키텍처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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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I 포인트 이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값이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PI Data Archive 에서 수집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에서 이 데이터는 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탱크의 온도 

• 펌프를 통한 용적 흐름 

• 프로펠러 속도 

이처럼 변경되는 값은 모두 데이터의 스트림을 나타냅니다. 

PI 태그라고도 하는 PI 포인트는 PI Data Archive 에 저장된 데이터 스트림을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PI System 관리자는 새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고자 할 때마다 PI 포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1.4.1 주요 PI 포인트 특성 정의 

PI 포인트 특성은 PI 포인트를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이 특성에는 다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지정 

• 데이터를 수집하는 PI 인터페이스 정의 

•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스트림 설명  

 

PI 포인트를 정의하는 특성은 50 가지가 넘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PI 포인트의 이름으로, PI Data Archive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설명: PI 포인트에 첨부되는 일반 텍스트 필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PI 포인트 
설명을 입력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 포인트는 TC365674A.pv일 수 있고 
설명자는 ‘Reactor 65 Operating Temp’일 수 있습니다. PI 포인트에는 설명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 포인트 유형: 이 특성은 PI Data Archive에 저장되는 데이터 유형을 정의합니다. 
 

• 포인트 소스: 이 특성은 일반적으로 PI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중인 PI 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 

참고: "PI 포인트 특성과 PI 인터페이스 구성 간 관계 정의" 섹션에서 PI 포인트 특성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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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침 수행 활동 – PI SMT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검색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PI System 사용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I System 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PI System 관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PI System Management 
Tools”입니다. PI System 관리자가 다양한 관리 작업에 사용합니다. 교육 기간 내내 PI SMT(PI 
System Management Tools)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침 수행 활동에서는 PI SMT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검색하고 해당 PI 포인트에 대한 현재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PI System Management Tools”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Step 2 : Data > Current Values 도구로 이동합니다.   

Step 3 : “Tag Search”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tep 4 : Point Source 필드를 “R”로 변경하고 “Search”를 누릅니다. 

Step 5 : “Select All”, “OK”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Step 6 : 목록에서 모든 PI 포인트를 제거하려면 “Remove All” 단추를 사용합니다.  

 

PI System 관리자의 관점에서 PI SMT 의 “Current Values” 도구 사용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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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태그 검색 사용 

태그 검색 기능은 PI SMT 및 기타 시각화 도구와 같은 모든 PI System 프로그램에서 비슷합니다. PI 
SMT 에서 태그 검색 기능은 “Data”, “Points” 및 “IT Points” 탭에서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PI 
포인트 특성의 값을 지정하여 PI 포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태그 검색 사용에 관련된 몇 가지 
팁과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PI 포인트 이름(태그 마스크) 사용 

조직에 편리한 표준 이름 지정 규칙이 있거나 플랜트의 PI 포인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이름별 
PI 포인트 검색이 매우 간편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용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설명자 사용 

PI 포인트를 생성할 때 설명자 특성이 항상 사용될 경우 설명자는 PI 포인트 검색 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특성입니다. 설명자별 검색의 단점은 리소스가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인트 소스 사용 

PI System 에 친숙한 PI System 관리자의 경우, 포인트 소스별 검색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특정 PI 인터페이스 및 이에 따라 특정 데이터 소스와 연결된 모든 포인트 목록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일드카드 

위 검색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문자를 대체하려면 별표(*)를 사용하십시오(다음 예제 참조). 

 flow* = flow_meter1, flow_meter2, flow_meter3, flowrate_pump1, flowrate_pump2 

다음 예와 같이 문자 하나만 대체하려면 ?를 사용하십시오.   

 flow_meter? = flow_meter1, flow_meter2, flow_meter3 

참고: 태그 검색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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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독 실습 – 태그 검색 사용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태그 검색 방법 숙지  

문제 설명 

PI System 관리자는 PI System Management Tools 를 사용하여 PI System 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태그 검색을 사용 중입니다. 

방법 

1. 지금까지 “Reactor 1”에 대해 생성된 PI 포인트는 몇 개입니까?  

 

 

2. 포인트 소스가 “L”인 PI 포인트에 최근 값이 있습니까?  

 

 

3. 모든 PI 포인트를 검색합니다. PI 포인트에 대한 단일 이름 지정 규칙이 있습니까? 

 

 

4. 어떤 PI 포인트의 PointID 가 36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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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침 수행 활동 – PI Coresight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데이터 보기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PI System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PI System 사용자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PI System 시각화 도구는 “PI Coresight”입니다. 사용자는 PI Coresight 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 PI System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임시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 수행 활동에서는 PI System 사용자가 PI Coresight 를 사용하여 과거 12 시간의 Reactor 1 온도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험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방법 

PI System 사용자는 Reactor 1 에서 과거 5 시간의 온도 트랜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Step 1 : PISRV1 에서 웹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Step 2 : “PI Coresight” 북마크를 클릭합니다. 

Step 3 : PI Coresight 홈페이지의 오른쪽 위 모퉁이에서 “New Display” 단추를 선택합니다.  

 

Step 4 : PI Coresight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검색할 경우 PI 포인트 이름 또는 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 모퉁이에서 “reactor 1 temperature”를 검색합니다. 

Step 5 : PI 포인트를 디스플레이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트랜드 심볼이 생성됩니다. 

필요한 경우 트랜드 크기를 조정합니다. 

Step 6 : 디스플레이의 왼쪽 아래 및 오른쪽 모퉁이에서 트랜드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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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간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8h”에서 “*-12h”로 변경합니다. 

Step 7 :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위에서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이름을 

“Reactor 1 Temperature”로 지정합니다. 

이제 이 PI 포인트에 대한 설명자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올바른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4 장에서 PI System 관리자가 PI Asset Framework 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한 PI System 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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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I System 의 쓰기 시간 

PI Data Archive 는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데이터(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전 지침 수행 활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용자는 PI System 의 데이터를 요청할 때 확인할 
데이터의 특정 시간 또는 시간 범위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9.1 고정 시간 및 상대 시간 

PI System 의 시간을 지정하는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고정 시간: 특정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는 식(변경되지 않음) 

사용 시기: 히스토리의 특정 시간에 대한 PI System 데이터의 보기를 저장하려는 경우 

예: 사용자가 1 월 5 일에 발생한 장비 고장 이벤트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상대 시간: 현재 날짜 및 시간에 상대적인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는 식 

사용 시기: 데이터의 동적 보기를 만들려는 경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는 데 사용하거나 
주기적 보고서를 만드는 데 주기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음) 

예: 사용자가 주별 생산 합계를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 시간 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이 보고서를 매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1.9.2 고정 시간 식 구문 

고정 시간 식은 날짜 및 선택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식입니다. 시간을 생략하면 자정이 
사용됩니다.  

 

식 의미 

23-aug-12 15:00:00 2012년 8월 23일 오후 3:00 

25-sep-12 2012년 9월 25일 00:00:00(자정) 

 

PI System 에서는 다양한 고정 시간 형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PI 
시각화 도구가 설치된 컴퓨터의 Windows 지역 및 언어 설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식 지역 및 언어 형식 의미 

1/5/2015 영어(미국) 2015년 1월 5일 
00:00:00(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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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지역 및 언어 형식 의미 

1/5/2015 영어(캐나다) 2015년 5월 1일 
00:00:00(자정) 

 

1.9.3 상대 시간 식 구문 

이 식은 현재 시간에 상대적인 날짜 및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PI System 시간 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레퍼런스 시간만(예: y)  
• 시간 오프셋만(예: +3h)  
• 시간 오프셋이 포함된 레퍼런스 시간(예: "y+3h")  

레퍼런스 시간 약어 

참조 시간 약어는 현재 시간에 상대적인 특정 시간을 나타냅니다. 

 

약어 전체 레퍼런스 시간 

*  현재 시간. 

t today 오늘의 00:00:00(자정) 

y yesterday 이전 날의 00:00:00(자정) 

sun sunday 최근 일요일의 00:00:00(자정) 

mon monday 가장 최근 월요일 00:00:00(자정) 

tue tuesday 최근 화요일의 00:00:00(자정) 

wed wednesday 최근 수요일 00:00:00(자정) 

thu thursday 최근 목요일 00:00:00(자정) 

fri friday 가장 최근 금요일 00:00:00(자정) 

sat saturday 최근 토요일 00:00:00(자정) 

YYYY  YYYY년 현재 달과 날짜에 해당하는 00:00:00(자정) 

M-D 또는 M/D  현재 연도의 M월 D일에 해당하는 00:00:00(자정)  

DD  현재 달의 DD일 00:00:00(자정) 

 

시간 단위 약어 

시간 단위 약어는 오프셋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시간 단위를 나타냅니다. 

약어 시간 단위 

s 초 

m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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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시간 단위 

h 시간 

d 일 

w 주 

mo 월 

y 년 

 

참조 시간 및 오프셋 식 

참조 시간 약어가 함께 포함될 경우 지정된 시간에 시간 오프셋을 더하거나 뺍니다(+ 또는 -와 
값이 포함된 시간 단위로 표시됨). 

식 의미 

*-1h 한 시간 전 

t+8h 오늘 08:00:00(오전 8:00) 

y-8h 그저께 16:00:00(오후 4:00) 

mon+14.5h 지난 월요일 14:50:00(오후 2:30) 

sat-1m 지난 금요일 23:59:00(오후 11:59) 

 

타임 오프셋 

시간 필드에 하나만 입력된 경우, 타임 오프셋은 암시된 레퍼런스 시간과 관련된 시간을 
지정합니다. 암시된 레퍼런스 시간은 식을 입력한 필드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 시작의 경우, 레퍼런스 시간은 현재 시계 시간입니다.  
• 종료 시간의 경우, 레퍼런스 시간은 시작 시간입니다. 
• 단일 타임스탬프의 경우, 레퍼런스 시간은 현재 시계 시간입니다. 

 

시간 필드 식 의미 

Start time -1d 현재 클록 시간에서 하루 전(현재 클록 
시간에서 24시간 전) 

종료 시간 +6h 시작 시간에서 6시간 후 

종료 시간 -30m 시작 시간에서 30분 전 

타임스탬프 -15s 현재 클록 시간에서 15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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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시간 식 생성 규칙 

규칙 1. 식에는 단일 시간 오프셋만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오프셋이 포함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간 식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1d+4h 
t-1d+12h 

 

규칙 2. 시간 오프셋을 정의하려면 시간 단위와 함께 유효한 값을 포함해야 합니다. 초, 분 또는 
시간에 대해서만 소수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 단위에는 소수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 3. 고정 타임스탬프는 연도, 월, 날짜 및 시간 필드(시간, 분 및 초)로 구성됩니다. PI 시간 식에 
이러한 필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 값이 사용됩니다.  

• 시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자정입니다. 
• 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 날짜입니다. 
• 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 달입니다. 
• 연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 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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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그룹 실습 – 상대 시간 식 변환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그룹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상대 시간 식을 해당하는 의미로 변환 

• 상대 시간 식 생성 

• PI Coresight 에서 상대 시간 식 사용 

문제 설명 

아래 상대 시간 식을 해당하는 의미로 변환합니다. 
 

식 의미 

* - 30m  

y + 8h  

T  

Thu  

화요일 - 2 일  

18  

y-2y  

 

다음 시간을 유효한 PI System 시간 약어로 표현하십시오. 
 

식 의미 
 

오늘 6:00 AM 

 
월요일 6:30 am 

 12 시간 전 

 
이번 달 첫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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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의 끝(다가오는 이번 금요일) 

 
어제 7:00 am 

 15 분 전 

PI System 시간 약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Reactor 1 temperature” 트랜드에서 데이터를 

트랜드화합니다. 

1. 어제 자정부터 오늘 자정까지 데이터 확인 

2.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어제 첫 번째 운영자 근무 교대에 대한 데이터 

확인 

3. 지난 주 일요일 자정부터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데이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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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PI System은 표준시간대 및 일광 절약 시간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간략히 말하자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PI System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시간은 GMT(그리니치 표준시)라고도 하는 UTC(협정 
세계시)로 수집됩니다. 이것은 하루가 정확히 24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I System 사용자의 
컴퓨터는 표준시간대 또는 DST 와 같은 로컬 날짜 및 시간 설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합니다. 

해당 지역이 DST 를 사용하는 경우, 1 년에 한 번 하루가 23 시간인 것처럼 보이거나 25 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PI Data Archive 는 하루를 24 시간으로만 인식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PI Data Archive 는 속해 있는 표준시간대를 인식하기 때문에 서버 시간 또는 
클라이언트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I 시각화 도구의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9.7 미래 데이터 

PI Data Archive 버전 2015 는 PI Data Archive 에 "미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미래 데이터는 현재보다 나중 시간과 연결된 데이터입니다. 이제 PI Data Archive 는 1970 년 1 월부터 
2038 년 1 월까지 범위 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 데이터는 어떻게 유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플랜트의 생산을 예측하는 예측 소프트웨어 
가 있는 경우 PI Data Archive 의 "미래" PI 포인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PI 
포인트에 실제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면 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PI 포인트를 생성할 때 “Future” 특성에 따라 PI 포인트가 “과거” 또는 “미래” PI 포인트로 
생성되는지가 결정됩니다. PI 포인트가 생성된 후에는 다른 PI 포인트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로 미래 데이터를 덮어쓰지 마십시오. 두 데이터 세트는 항상 개별적으로 유지됩니다.  

PI Coresight 같은 도구에서 미래 타임스탬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유형의 식을 입력하면 됩니다(고정 시간 또는 상대 시간 사용). 일부 예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 의미 

*+1h 지금부터 1시간 

t+3d 오늘 자정부터 3일 

Y+1y 어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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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 인터페이스 관리 

목표 

• PI 인터페이스의 역할 정의 
• 지정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올바른 PI 인터페이스 선택 
• 다양한 아키텍처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 PI Interface Configuration Utility를 설명합니다.  
• 기존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PI 포인트 생성  
• PI 인터페이스 설치 및 구성 방법론 설명 
• OPC DA 인스턴스에 대한 새 PI 인터페이스 설치 및 구성 
• PI SMT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생성 
• PI Builder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생성 
• PI 버퍼링을 설명합니다. 
• PI 인터페이스 노드를 통해 데이터 흐름 설명 
• PI 버퍼링 구성 및 검증 

2.1 PI 인터페이스의 역할 정의 

“PI System 이란?” 섹션에서는 PI 인터페이스가 기본 PI System 의 필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중 
하나임을 배웠습니다. PI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PI Data Archive 로 
전송합니다. 각 PI 인터페이스는 PI Data Archive 에서 특정 PI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OSIsoft 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450 개가 넘는 다양한 PI 인터페이스를 
릴리스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웹 페이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PI System 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것이 데이터 소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플랜트 프로세스의 데이터는 
DCS, PLC 및 SCADA 시스템에서 수집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매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PI 인터페이스는 
변환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읽은 내용을 PI Data Archive 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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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부를 제외하고 데이터 소스는 OSIsoft 가 디자인하거나 게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PI 인터페이스가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행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 데이터 원본에서 읽기 
Step 2 : 데이터 타임스탬프 작성(또는 수신된 데이터가 원본에서 스탬프되었는지 확인) 
Step 3 : 데이터 형식 지정  
Step 4 : 예외(Exception) 필터링 적용 
Step 5 : PI Data Archive 로 데이터 전송 

참고: “예외 및 압축 이해” 섹션에서 예외 필터링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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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독 실습 – PI 인터페이스 선택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지정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올바른 PI 인터페이스 선택 

문제 설명 

사용자는 완전히 새로운 PI System 의 PI System 관리자입니다. 플랜트 관리자가 데이터를 수집할 
데이터 소스의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적절한 PI 인터페이스를 
찾습니다. 

 

데이터 소스 PI 인터페이스 

Siemens PLC 412-2  

Werum Pas-X  

Schneider PML 
3710ACM 

 

Johnson Controls 
Metasys System 

 

웹 페이지  

텍스트 파일(힌트: 
텍스트 파일 인코딩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방법 

선택할 300 개가 넘는 활성 PI 인터페이스와 플랜트의 무수하게 많은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서 
올바른 PI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것은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OSIsoft 에서는 기술 지원 웹 
사이트에서 PI System 관리자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Step 1 : https://techsupport.osisoft.com 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 Products > PI Interfaces and PI Connectors 를 선택합니다. 

Step 3 : 위의 데이터 소스를 검색에 입력합니다. 

https://techsupport.osi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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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우에 따라 이 도구는 입력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PI 인터페이스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으려면 데이터 구조와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PI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https://techsupport.osisoft.com/Contact-Us/  

 

  

https://techsupport.osisoft.com/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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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 PI 인터페이스 

이전 실습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부 PI 인터페이스는 특정 데이터 소스용으로 설계되지만 다른 PI 
인터페이스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PI 인터페이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I Interface for OPC DA 

산업 자동화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일 수 있는 OPC DA 표준을 사용하여 
OPC 서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PI Interface for Universal File and Stream Loading(UFL) 

ASCII 파일(예: txt, csv, xml 파일 등), 직렬 포트 및 POP3 이메일 서버에서 실시간, 과거 또는 
미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소스 파일의 데이터 형식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PI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어, PI 인터페이스가 최고의 다목적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 PI Interface for RDBMS 

ODBC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예: Microsoft SQL Server, 
Oracle Database, IBM Informix 등)에서 실시간, 과거 또는 미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4. PI Interface for Modbus Ethernet PLC 

Modbus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PLC 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5. PI to PI Interface 

이 PI 인터페이스는 PI Data Archive 간에 실시간, 과거 또는 미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PI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플랜트 레벨 PI Data 
Archive 에서 중앙집중식 기업 PI Data Archive 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4 PI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 정의 

PI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에 설치되고 구성된 후 다음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PI 인터페이스 실행 파일: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실행 및 수행할 실행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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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배치 파일: 실행 파일은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만 (1)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할지, (2) 어떤 PI Data Archive 에 전송할지 등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배치 
파일에는 이러한 지침이 모두 포함됩니다.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배치 파일을 만들고 나서 단일 노드에서 실행되는 PI 인터페이스의 여러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Windows 서비스: 컴퓨터가 시작될 때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Windows 서비스가 
생성됩니다. 

팁 

 

단일 PI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실행 중인 모든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식별하려면 서비스 스냅인(services.msc)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PI Interface Configuration Utility 정의 

PI ICU(Interface Configuration Utility)는 PI System 관리자가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배치 파일과 
서비스를 만들고 구성하는 데 사용할 GUI(Graphical User Interface)입니다. 

PI ICU 는 설치된 컴퓨터에 있는 배치 파일 및 서비스만 구성합니다(원격 PI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  

 

 

참고: PI ICU 를 사용하여 배치 파일을 구성한 후에는 이 파일의 내용이 PI Data Archive 에 있는, PI 
Data Archive 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저장하는 MDB(“Module Databas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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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의 구성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면 PI ICU 가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2.6 지침 수행 활동 – PI ICU 를 사용하여 기존 PI 인터페이스 관리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PI System 에는 PI ICU 없이 수동으로 생성된 PI Interface for Performance Monitor 의 기존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PI System 관리자는 IT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Windows 성능 카운터에서 수집합니다. 

이 지침 수행 활동에서는 이 인스턴스를 로드하고 구성을 편집하여 PI ICU 를 숙지합니다.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PI Interface Configuration Utility”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Step 2 : 창의 왼쪽 위 모퉁이에 있는 “Create new Interface Instance from .BAT file” 단추 를 
선택합니다. 

 

Step 3 :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PIPerfMon 폴더로 이동하고 PIPerfMon1.bat 
파일을 선택합니다. 

 

Step 4 : General 탭에 있는 포인트 소스를 적어 둡니다(아래 표시됨):______________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된 PI 포인트는 같은 포인트 소스를 공유합니다. 

 
Step 5 : PI SMT 에서는 Data > Current Values 에서 이 포인트 소스가 포함된 모든 PI 포인트를 

로드합니다. “Start Updating” 단추를 눌러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를 확인합니다.  
 
 

Step 6 : PI ICU 에서는 스캔 클래스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스캔 클래스 #1 을 
00:00:01(1 초)로 편집합니다.  “Apply”를 선택하고 창의 왼쪽 위 모퉁이에서 Restart 
단추 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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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PI SMT 로 돌아갑니다. 변경사항이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Step 8 : PI ICU 로 돌아갑니다. 포인트 소스를 변경하고 “Apply”를 선택하고 나서 
인터페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tep 9 : PI SMT 로 돌아갑니다. 변경사항이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Step 10 : PI ICU 로 돌아가서 변경사항을 실행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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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I 포인트 특성과 PI 인터페이스 구성 간 관계 정의 

이전 장에서 PI 포인트 특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지침 수행 활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특정 PI 포인트 특성과 PI 포인트 데이터를 수집 중인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간에는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각 PI 인터페이스에 고유합니다. 아래 나열된 내용은 일반 PI 포인트 특성과 일반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PI 포인트를 생성할 때 항상 인터페이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Instrument Tag 원본 데이터 시스템의 포인트/위치 이름입니다.  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데이터 소스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확장 설명 자세한 쿼리 지침을 위한 자리입니다(특수). 

포인트 소스 인터페이스의 포인트 소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Location 1 일반적으로 이 필드는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ID 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포인트 소스 + 인터페이스 ID 의 고유한 
조합은 PI 포인트를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Location4 일반적으로 이 필드는 스캔 클래스 번호입니다.  

Scan  스캔할 포인트 목록에 PI 포인트를 포함합니다(항상 
ON 으로 설정). 

이 있는 모든 PI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팁 

 

가능하면 항상 instrument 태그 정보를 데이터 소스에서 PI SMT 또는 PI 
Builder 로 직접 복사하여 붙여넣어 맞춤법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는 새 PI 포인트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구성의 
데이터 소스에 따라 PI 포인트 특성이 잘못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시작하는 동안 PI 
메시지 로그에서 메시지를 읽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룹니다. 

 

PI 포인트 특성 정의의 전체 목록은 PI Server 2015 R2 PI Live Library 설명서에서 
"PI 포인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https://livelibrary.osisoft.com/LiveLibrary/web/pub.xql?action=home&pub=server-v6&lang=en&docid=GUID-922DC43A-0A90-41E6-BB8B-92EC2FC4D6C3&query=%22Manage%20PI%20points%22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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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독 실습 - PI SMT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생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기존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PI 포인트 생성 
• PI SMT Point Builder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PI 포인트 생성 

문제 설명 

사용자가 PISRV1 서버에서 SQL Server 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 조사 후에 이 문제가 서버 성능에 관련될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확인하려면 내역을 분석할 수 있도록 PISRV1 프로세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PI 포인트를 생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Windows 성능 카운터 
\\PISRV1\Processor(_Total)\% Processor Time 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방법 

Step 1 : PI SMT 를 열고 Points > Point Builder 도구로 이동합니다. 
 

Step 2 : PI 포인트를 만듭니다. 먼저 창 하단에서 PI 포인트 특성을 작성하고 Save 단추 를 
누릅니다. 다음 특성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성 값 

이름 
 

설명자[선택 사항] 
 

공학 단위[선택 
사항] 

 

포인트 유형 
 

포인트 소스 
 

Location1 
 

Location4  

확장 설명  
 

Step 3 : 새로 생성된 PI 포인트가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확인합니다. 실행 중인 PI 인터페이스가 
새 PI 포인트를 검색하는 데는 최대 2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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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1: PI 포인트 특성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PI Interface for Performance Monitor 사용 설명서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팁 

 

일반적으로 소스 데이터 식별자는 Extended 설명자가 아닌 
Instrument 태그에 입력됩니다. PI Interface for Performance 
Monitor 는 이 트랜드에 대한 예외입니다. PI 포인트를 생성할 때 
항상 PI 인터페이스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힌트 2: 성능 카운터 경로 정보는 모든 Windows OS 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능 모니터 
도구(perfmon.ex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Step 1 : perfmon.exe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Performance Monito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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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Add 단추를 클릭합니다.  
Step 3 : 이제 “Add Counters” 창에서 사용 가능한 카운터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운터를 선택하고(프로세서의 경우 %Processor Time 검색) “Add >>”, “OK”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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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이제 Performance Monitor 창에서 트랜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 카운터 경로 목록은 PI 포인트의 Extended 
설명자에서 사용해야 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전체 형식은 \\Servername\Counter or 
\\IPAddress\Counter 입니다. 서버 이름은 PISRV1 입니다. 

 

2.9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 

데이터 수집에 새 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할 때마다 다음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Step 1 : 데이터  소스에 대한 PI 인터페이스 선택 

Step 2 : PI 인터페이스  아키텍       

Step 3 : PI 인터페이스  및 PI ICU 설치 

Step 4 : PI 인터페이스가  PI Data Archive 와 통신할 수 있는지 검증 

Step 5 : PI 인터페이스가  읽을 데이      

Step 6 : PI Data Archive 에서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   

Step 7 : PI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 생성 및 구성 

Step 8 :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PI 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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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음 8 개 단계는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단계입니다. 그러나 생산 
환경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보장하려면 몇몇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Step 10 : PI Buffer Subsystem 을 통해 버퍼링 구성 

Step 11 : 연결이  끊긴 시작을 구성하면 PI Data Archive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PI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Step 12 : PI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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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그룹 질문 – PI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침 수행 활동에서 PISRV1 에 설치된 PI Interface for Performance Monitor 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소스(Windows 성능 카운터), PI 인터페이스 및 PI Data Archive 가 모두 같은 서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 IT 모니터링 PI 인터페이스에만 
해당합니다. 

참고: “PI System 모니터링” 장에서 IT 모니터링 PI 인터페이스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소스는 PI Data Archive 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PI 인터페이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 아키텍처 A: 데이터 소스, PI 인터페이스 및 PI Data Archive 가 모두 개별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 아키텍처 B: 데이터 소스 및 PI 인터페이스가 같은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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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텍처 C: PI 인터페이스가 PI Data Archive 서버에 설치됩니다. 

 

그룹으로 각 아키텍처의 장점, 단점 및 적용 예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아키텍처 장점 단점 적용 예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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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PI Interface for OPC DA 설치 및 구성 

이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을 숙지했고 새 PI 인터페이스를 설치 및 구성하여 가상 학습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 섹션에 간단히 설명된 단계를 
따라 이 장의 나머지 섹션에서 지침 수행 활동과 실습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PIINT1 에 설치된 OPC DA 서버이므로 이전 실습의 아키텍처 B 를 사용 중입니다. 
이 OPC DA 서버는 프로세스에 있는 5 개 펌프의 실시간 데이터를 노출합니다. 목표는 이 프로세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PI Data Archive 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PI 인터페이스는 PIINT1 에 설치됩니다. 
이미 PI 인터페이스와 아키텍처를 선택했으므로 설치 방법론의 1 단계와 2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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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OPC DA 서버란? 

OPC DA 서버는 고객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데이터 소스로 
선택했고 PI Interface for OPC DA 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로 설정됩니다. 

OPC DA 는 산업 자동화 업계용으로 개발된 표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동화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고 대개 독점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통신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급업체가 협력하여 OPC(Open 
Platform Communication)라는 일련의 플랫폼 독립적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OPC DA 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 대한 표준입니다. 

OPC 표준을 사용하여 통신할 경우 두 가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 OPC 서버 및 OPC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OPC 서버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OPC 표준으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OPC 클라이언트는 OPC 서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PI Interface for OPC DA 는 OPC 클라이언트입니다. OPC 서버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타사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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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지침 수행 활동 – PI Interface for OPC DA 및 PI ICU 설치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3 단계 및 4 단계를 완료합니다. 

 

 

방법 

파트 1 – PI ICU 및 PI Interface for OPC DA 설치 

Step 1 : PIINT1 에서 C:\Course Folder\Install Kits 폴더로 이동합니다. 

Step 2 : 설치 키트 “PIICU_x.x.xx.xx.exe”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un as 
administrator”를 선택합니다. 

Step 3 : 설치 마법사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Step 4 : 설치 키트 “OPCInt_ReadOnly_x.x.x.x.exe”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un as 
administrator”를 선택합니다. 

Step 5 : 설치 마법사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파트 2 – PI 인터페이스 노드가 네트워크를 통해 PI Data Archive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지 검증 

Step 1 : 먼저 네트워크 패킷이 PI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PI Data Archive 서버로 이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PIINT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ping 
명령을 사용하여 PISRV1 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Step 2 : 다음으로, 네트워크 패킷이 PI Data Archive 서버에서 PI 인터페이스 노드로 이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ping 
명령을 사용하여 PIINT1 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Step 3 : PI Data Archive 로 전송된 데이터는 TCP 포트 5450 을 사용합니다. 최종 테스트는 ping 
포트가 PI Data Archive 서버에서 열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PIINT1 에서: 

a. Windows Powershell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b.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ew-object net.sockets.tcpclient PISRV1, 5450).connected 

포트 5450 이 열리면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Step 3 : PI 인터페이스  및 PI ICU 설치 

Step 4 : PI 인터페이스가  PI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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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포트 5450 이 차단되면 오류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파트 3 – 두 가지 PI System 연결 프로토콜 테스트 

두 가지 연결 프로토콜인 이전 PI API 및 최신 PI SDK 를 PI Data Archive 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I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PI API 를 사용하도록 빌드됩니다. PI 
ICU 등의 최신 PI System 소프트웨어는 PI SDK 를 사용하도록 빌드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PI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I 
인터페이스에서 PI Data Archive 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 먼저 PI SDK 를 사용하여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a. PI SDK 유틸리티(AboutPI-SDK)를 실행합니다. 

b. 창의 왼쪽에 있는 창에서 “Connections”를 선택합니다. 

c. 왼쪽 두 번째 창에 PI Data Archive 이름 “PISRV1”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름 옆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d. 연결에 성공하면 사용자 이름 및 “connected as”가 창 하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Step 2 : 마지막으로 PI API 프로토콜을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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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b. C:\Program Files (x86)\PIPC\bin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힌트: “cd %pihome%\bin”을 입력합니다. 

c. apisnap PISRV1 명령을 실행합니다. 

d. 연결에 성공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참고: 다음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PI Trust 생성" 섹션에서 PI API 및 PI SDK 프로토콜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2.11.3 OPC DA 서버에서 데이터 가용성 검증 

PI System 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및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I System 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새로 설치된 PI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이므로, PI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이동하기 전에 
데이터 가용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OPC DA 서버인 경우 OSIsoft 에서는 PI Interface for OPC DA 와 함께 설치되는 PI 
OPC Client Tool 이라는 이 단계용 도구를 제공합니다. “OPC DA 서버란?” 섹션에서 “OPC 서버” 및 
“OPC 클라이언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PI OPC Client Tool 은 사용자가 OPC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설계된, OSIsoft 가 게시한 OPC 클라이언트입니다. 

물론 PI OPC Client Tool 이 데이터 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OPC 클라이언트는 아닙니다. 
대부분 OPC 서버 공급업체는 OPC 서버 설치와 함께 OPC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이 공급업체별 
OP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OPC 서버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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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지침 수행 활동 – PI OPC Client Tool 사용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5 단계를 완료합니다. 

 

 

방법 

파트 1 – OPC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검증 

Step 1 : PIINT1 에서 “PI OPC Client Tool”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Step 2 : 왼쪽 위 모퉁이에서 “Localhost”가 포함된 필드는 OPC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 노드의 
주소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OPC 서버는 로컬에 설치되므로 “Localhost”를 

유지하고 “Connect to node” 단추를 눌러 연결합니다.  

Step 3 : OPC 서버 목록이 “OPC Servers” 필드 아래에 나타납니다. 
OPCSample.OpcDa20Server.1 을 선택하고 “Connect to OPC Server” 단추를 

클릭합니다.  

Step 4 : 연결에 성공하면 “Server Status” 필드 아래에 정상 서버 상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버의 현재 상태는 “RUNNING”이어야 합니다. 

 

파트 2 – OPC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OPC 태그 검증 

Step 5 : “Add Group” 단추 를 클릭합니다. “Add Group” 대화 상자에서 “Create”를 
클릭합니다. 

Step 6 : “Browse OPC Server, Add Tags” 단추를 클릭합니다.  

Step 7 : Add Item 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는 OPC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 오른쪽 위에서 “List” 단추를 클릭합니다. 

Step 8 : 현재 서버를 탐색 중이고 OPC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계층 구조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는 5 개 펌프로 구성되었습니다. 펌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Step 5 : PI 인터페이스가  읽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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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 이제 선택된 펌프에 사용 가능한 OPC 태그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제 OPC 
태그가 정상 데이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OPC 태그 아래에서 “Select All” 및 “Add 
Selected”를 클릭합니다. 이제 OPC 태그가 “Added Tags” 필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의 오른쪽 아래 모퉁이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참고: 이 단계는 PI 포인트를 PI 인터페이스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OPC 
클라이언트 창에 OPC 항목을 추가할 뿐입니다. 

Step 10 : 이제 기본 PI OPC 클라이언트 창으로 돌아오고 Group1 아래에 선택한 태그가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그의 현재 값을 확인하려면 “Polling on Group” 

단추를 클릭합니다.  

Step 11 : 그러면 “Polling Group: Group1”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선택한 펌프 태그 목록과 현재 
값, 타임스탬프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양호하고 값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를 구성할 때 PI OPC Client Tool 을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2.11.5 PI Data Archive 에서 PI 인터페이스의 적절한 인증 및 권한 부여 확인 

이전 섹션에서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 PI 인터페이스 노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PI Data Archive 서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구성하기 전 마지막 단계는 PI 인터페이스가 다음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PI Data Archive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권한이 있음 

• 연결된 후 PI Data Archive 의 적절한 PI 포인트에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 

 

5 장에서 PI System 보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PI 인터페이스를 적절하게 구성하려면 지금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증 및 권한 부여 

PI System 의 컨텍스트에서: 

• 인증은 들어오는 연결을 PI Data Archive 에 연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46 보보보 
 
 

• 권한 부여는 PI Data Archive 에 연결된 후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PI 인터페이스가 PI Data Archive 에 연결되면 PI Trust 에 의해 인증됩니다. PI Trust 는 PI 
인터페이스에 PI ID 를 할당하여 PI System 에 대한 특정 권한을 PI 인터페이스에 부여(권한 
부여)합니다. PI Trust 는 시설 입구에 있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경비원은 시설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시설 내부 특정 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액세스 배지(PI ID)를 제공합니다.  

2.11.6 단독 실습 –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Trust 생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이 장의 앞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6 단계를 완료합니다. 

  

방법 

PI 인터페이스 노드의 모든 연결을 허용하는 “열린” PI Trust 를 생성합니다. PI Data Archive 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이러한 연결에 부여합니다. 

팁 

 

간단히, 이 섹션에서는 "열린" 트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PI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2 개 이상의 보안 트러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I System 보안 관리" 장에서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Step 1 : PISRV1 에서 PI SMT 를 열고, Security > Mappings & Trusts 로 이동하고 나서, “Trusts” 
탭을 선택합니다. 

Step 2 : “New Trust” 단추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Advanced” 옵션을 선택합니다. 

 
a. “Trust Name” 필드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PIINT1 – Temporary Open 

Trust”). 

b. “Network Path” 필드에 컴퓨터 이름 “PIINT1”을 입력합니다. 

Step 6 : PI Data Archive 에서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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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I Identity” 필드에 ID “piadmins”를 입력합니다. 

d. 확인을 선택합니다. 

 
Step 3 : 새 PI Trust 가 작동 중인지 검증합니다. 

a. PIINT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b. C:\Program Files (x86)\PIPC\bin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c. apisnap PISRV1 명령을 실행합니다. 

d. 다시 PISRV1 의 PI SMT 에서 Operation > Network Manager Statistics 로 이동합니다. 
이 유틸리티는 PI Data Archive 에 대한 모든 활성 연결을 보여줍니다. 

e. 목록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이름 “snapE”를 사용하는 연결을 찾습니다. 

i. 이 연결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ii. 이 연결을 설정하는 데 어떤 트러스트를 사용했습니까?  

 

iii. 어떤 ID 가 이 연결에 할당되었습니까? 

 

방금 만든 트러스트 같이 "열린" 트러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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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지침 수행 활동 – PI Interface for OPC DA 의 새 인스턴스 구성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 장의 앞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7 단계를 완료합니다. 

 

방법 

Step 1 : PIINT1 에서 PI ICU 를 실행합니다. 

Step 2 : 창의 왼쪽 위 모퉁이에 있는 “Create new Interface Instance from .EXE” 단추 를 
선택합니다. 

참고: 모든 PI 인터페이스 설치에는 XXX.bat_new 라는 배치 파일 예제가 함께 제공됩니다. “Create 
new Interface Instance from .BAT file” 단추  를 사용하여 PI ICU 에서 이 예제 파일을 로드하는 
방식으로 새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배치 파일에는 PI 인터페이스 
구성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적인 구성이 포함됩니다. .EXE 방법을 선택하면 PI 
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완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a.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OPCInt_ReadOnly 에 있는 PI 인터페이스 실행 
파일로 이동하고 실행 파일 OPCInt_ReadOnly.exe 를 선택합니다. 

b. 호스트 PI Data 서버 “PISRV1”을 선택합니다. 

c. 선택적 설정에서 “OPC-PIINT1”의 포인트 소스를 설정합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포인트 소스 + 인터페이스 
ID 의 조합은 고유해야 합니다. PI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고유한 포인트 소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PI 인터페이스 관리가 간편해지고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d. “Add”, “OK”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Step 3 : “General” 탭에서 

a. 인터페이스 ID 를 1 로 설정합니다. 

b. “Add a scan class” 단추 를 클릭하고 5 초 빈도로 스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Step 7 : PI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 생성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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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PI 포인트의 Location4 특성은 PI 인터페이스 스캔 
클래스 중 하나에 포인트를 할당합니다. 스캔 클래스의 스캔 빈도에 따라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가 결정됩니다. 스캔 빈도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h:mm:ss.##,  

hh:mm:ss.##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쉼표 앞의 시간은 빈도를 나타냅니다. 

• 쉼표 뒤의 시간은 자정부터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 hh 는 시간입니다. 

• mm 은 분입니다. 

• ss 는 초입니다. 

• ##은 1/100 초(01 ~ 99)입니다. 

• hh 및 mm 을 생략하면 스캔 기간을 초로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00:01:00,00:00:05 의 스캔 빈도는 60,5 와 같습니다. 

 

다음 표는 스캔 클래스의 몇 가지 예제와 해당 결과를 보여줍니다. 

스캔 클래스 결과 

00:00:05 PI 인터페이스는 5 초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작한 후 바로 수집을 시작합니다. 예: 
12:24:02 
12:24:07 
12:24:12 

00:00:05,00:00:00 PI 인터페이스는 5 초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정부터 0 초 오프셋이 있도록 수집을 
시작합니다. 예: 

12:24:05 
12:24:10 
12:24:15 

5,0 위의 예제와 같은 결과 

01:00:00, 00:30:00 PI 인터페이스는 1 시간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정부터 30 분 오프셋이 있도록 수집을 
시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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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0 
13:30:00 
14:30:00 

 

 

Step 4 : OPCInt 탭에서 

a. 이 탭으로 전환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구성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No”를 클릭합니다. 

 

b. OPC 서버, OPCSample.OpcDa20Server.1 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PI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이 서버는 지침 수행 활동 0(44 페이지)에서 PI OPC 
Client Tool 을 사용하여 연결한 것과 같은 서버입니다. 

i. “OPC 서버 노드 이름”은 OPC 서버 노드의 IP 주소여야 합니다. 로컬 OPC 
서버에 연결 중이므로 이 필드를 “localhost”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ii. “List Available Servers” 단추를 누릅니다. 

iii. “OPC Server Name” 필드에서 OPC Server OPCSample.OpcDa20Server.1 을 
선택합니다. 

Step 5 : Service 탭에서 

a. 창의 오른쪽에서 “Create” 단추를 눌러 이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실행할 
Windows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Step 6 : Save 단추  를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Step 7 : 서비스를 시작하고 PI 메시지 로그를 확인합니다. 

a. 서비스를 생성한 후 PI ICU 창의 상단에서 Windows Service 단추를 시작, 중지 및 
다시 시작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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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iew Current PI Message Log continuously” 단추 를 누르고 Start 단추를 눌러 

Windows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c. PI Message Log 창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Connected to OPC Server PIINT1:: OPCSample.OpcDa20Server.1 in 

thread ID XXXX 

이 메시지는 PI 인터페이스가 OPC 서버에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OPC Server current state = RUNNING 

이 메시지는 OPC 서버가 현재 정상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Total Number of points matching pointsource 'OPC-PIINT1' is 0 

이 메시지는 PI 인터페이스의 포인트 소스를 사용하여 PI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아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음 실습에서 PI 포인트를 추가하면 

이 메시지는 곧 변경됩니다. 

 

다음 실습을 위해 메시지 창을 열어 놓습니다. 

  

보

보 
보

보 
보보 
보보 

PI 보보보 보보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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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 유형 정의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는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PI 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PI 포인트 구성은 각 PI 인터페이스에 고유합니다. 이는 PI 인터페이스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대개 데이터는 단일 데이터 소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OPC DA 서버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PI System 관리자는 같은 OPC DA 서버에서 여러 가지 PI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4 가지가 있습니다. 

Polled 

Polled 포인트의 경우 PI 인터페이스는 스캔 클래스 빈도로 정의된 일정 간격으로 OPC 서버를 
폴링합니다.  

Advise 

Advise 포인트(OPC 표준의 변경이라고도 함)의 경우 PI 인터페이스는 OPC 서버 자체에서 새 값을 
수신하고 캐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OPC 서버가 PI 인터페이스에 새 값을 전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방법으로 PI 인터페이스는 지속적으로 OPC 서버를 폴링할 필요가 없고(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OPC 서버에서 중복 값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팁 

 

주로 데이터 읽기의 통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습니다. 

 

이벤트(트리거) 

이벤트 포인트가 생성되면 PI Data Archive 의 트리거 PI 포인트와 연결됩니다(이 트리거는 임의 PI 
포인트일 수 있음). 트리거 포인트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PI Data Archive 는 PI 인터페이스에 이를 
알리고, PI 인터페이스는 OPC 서버가 데이터 소스에서 직접 읽고 PI 인터페이스에 새 값을 
전송하도록 요청합니다.  

Output 

출력 포인트는 개별 PI 포인트를 읽고 값을 데이터 소스에 씁니다(이 경우 데이터 수집에 PI 
인터페이스가 사용되지 않음). 이 기능의 의도는 제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입력 포인트에서 얻은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이 계산은 다시 출력 
포인트에 기록됩니다. 버전 2.6.3.5 에는 출력 포인트 사용을 차단하는 PI Interface for OPC DA 의 
읽기 전용 버전이 있습니다. 2.6.3.5 이전의 PI interface for OPC DA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를 생성할 때 다음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 Location3 PI 포인트 특성에 따라 PI 포인트 유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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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3 유형 

0 Polled 또는 이벤트 

1 Advise 

2 Output 

2. Location4 에 따라 스캔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3. Advise 포인트만 스캔 클래스 1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유형의 PI 포인트는 같은 스캔 클래스에 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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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단독 실습 – PI SMT 를 사용하여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 생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이 장의 앞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8 단계를 시작합니다. 

 

 

PI SMT 의 Point Builder 도구를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PI SMT 를 열고 Points > Point Builder 도구로 이동합니다. 
 

Step 2 : 첫 번째 PI 포인트를 생성하고 Pump1 의 베어링 온도를 저장합니다. 다음 특성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성 값 

이름 Pump1.BearingTemp 

설명자[선택 사항] 
 

공학 단위[선택 
사항] 

 

포인트 유형 
 

포인트 소스 
 

Location1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Location5  

Instrument Tag  
 

Step 3 : 새로 생성된 PI 포인트가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확인합니다. 실행 중인 PI 인터페이스가 
새 PI 포인트를 검색하는 데는 최대 2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Step 8 :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PI 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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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NT1 에서 PI Message Log 창을 확인합니다. PI 포인트가 생성될 때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tag Pump1.BearingTemp (XX) is added to the Interface 

 

힌트 1: PI 포인트 특성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 Interface for OPC DA 사용 설명서, 버전 
2.6, 19-46 페이지에서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위치에서 설명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PIINT1: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OPCInt_ReadOnly 
 

• 기술 지원 웹 사이트: https://techsupport.osisoft.com/Downloads/All-Downloads/PI-
Interfaces-and-PI-Connectors/PI-Interface-for-OPC-DA/User-Manuals 
 

• LiveLibrary: https://livelibrary.osisoft.com  
 

힌트 2: Instrument 태그는 OPC 항목 ID 와 일치합니다. 이 내용은 0(44 페이지) 

 
  

OPC 항목 
 

https://techsupport.osisoft.com/Downloads/All-Downloads/PI-Interfaces-and-PI-Connectors/PI-Interface-for-OPC-DA/User-Manuals
https://techsupport.osisoft.com/Downloads/All-Downloads/PI-Interfaces-and-PI-Connectors/PI-Interface-for-OPC-DA/User-Manuals
https://livelibrary.osisoft.com/


 
 
 
 
56 보보보 
 
 

2.11.10 지침 수행 활동 – PI Builder 를 사용하여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나머지 PI 포인트 
생성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8 단계를 완료합니다. 

 

 

PI Builder 를 사용하여 나머지 PI 포인트 생성 

방법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PI 포인트를 생성할 때 PI OPC Client Tool 의 기능을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OPC 항목은 PI OPC Client Tool 에서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PI Builder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내보내는 데 사용되도록 특별 설계된 csv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트 1 – CSV 파일 생성 

Step 1 : PIINT1 에서 PI OPC Client Tool 을 실행합니다. 

Step 2 :  OPCSample.OpcDa20Server.1 에 연결합니다. 

Step 3 : “Add Group” 단추 를 클릭합니다. “Add Group” 대화 상자에서 “Create”를 
클릭합니다. 

Step 4 : “Browse OPC Server, Add Tags” 단추를 클릭합니다.  

Step 5 : Add Item 창이 표시됩니다. “Flat” 옵션을 선택하고 왼쪽에서 “List”를 눌러 OPC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OPC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이 나열됩니다. 창의 오른쪽에서 “Select All” 단추를 클릭하고 “Add 
Selected”, “OK”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Step 8 : PI 인터페이스에  대한 PI 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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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방법으로 최대 500 개의 OPC 항목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나중에 더 
많은 항목을 일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ep 6 : 이제 기본 PI OPC 클라이언트 창으로 돌아오고 Group1 아래에 선택한 태그가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File > Save As 를 선택합니다. 

Step 7 : Save Configuration 창에서 “Enter file Name for .csv file” 필드 옆의 생략 부호  
단추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바탕화면을 선택합니다. 

Step 8 : 포인트 소스를 “OPC-PIINT1”로 변경하고 “Sav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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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 Point Builder 에서 PI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Step 9 : 생성한 csv 파일을 복사하여 PISRV1 에 붙여넣습니다. 

Step 10 : Excel 로 파일을 엽니다. Excel 에 다음 열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Select(x) 

태그 

instrumenttag 

pointtype 

location1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loc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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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ource 

 

PI 포인트 특성 instrumenttag, pointtype, location2, location5 및 pointsource 가 모두 
그룹에 추가된 OPC 항목에 따라 PI OPC Client Tool 을 통해 올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PI 포인트를 PI Data Archive 에 게시하기 전에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소한 내용만 수정하면 됩니다. 

Step 11 : 모든 PI 포인트를 스캔 클래스 1 의 Advise 포인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모든 PI 
포인트에 대한 “location3”을 1 로 변경하고 “location4”를 1 로 변경합니다. 

Step 12 : “Tag” 열을 변경하여 PI 포인트에 적절한 이름을 지정합니다. 

힌트: 다음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instrumenttag” 열을 복사하여 “Tag” 열에 붙여넣습니다.  

ii. “tag” 열을 선택합니다. 

iii. 바로 가기 Ctrl+H 를 사용하여 “Find and Replace” 대화 상자를 엽니다. 

iv. 슬래시 문자(/)를 점(.)으로 바꿉니다. 

v. “Sample Process.” 문자열을 빈 필드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이름 지정 규칙 PumpX.DataName 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Step 13 : Pump1.BearingTemp PI 포인트가 이미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Select(x)” 열에서 
“x”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 PI 포인트를 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tep 14 : Excel 리본에서 PI Builder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있는 모든 PI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기본 PI Data Archive “PISRV1”에 연결되었습니다. 

 

Step 15 : Publish 단추 를 선택합니다.  

Step 16 : 편집 모드 “Create Only”를 선택하고 “OK”를 선택합니다. Publish 창 하단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요청된 작업이 완료됩니다. 

Step 17 : PI SMT > Data > Current Values 에서 새 PI 포인트가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확인합니다. 힌트: 포인트 소스 “OPC-PIINT1”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 PI Builder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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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Builder 를 사용하여 PI 포인트를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펌프 PI 포인트가 
생성되었으므로 PI 포인트를 사용자에게 더 친숙하도록 편집해 보겠습니다. 

Step 18 : 새 Excel 워크북을 엽니다. Excel 리본에서 PI Builder 탭으로 이동합니다. 

Step 19 : PI Builder 탭에서 PI Points > Find PI Points 를 선택합니다. 

 
Step 20 : 모든 펌프 PI 포인트를 검색하여 선택하고 “OK”를 선택합니다. 

Step 21 : “Select Object Types and Column Headers”에서 “Required Columns”, “Description” 및 
“engunits” 열을 선택하고 “OK”를 선택합니다. 

Step 22 : 각 PI 포인트에 대한 description 및 engunits 열을 편집합니다. 힌트: 복사-붙여넣기 및 
찾기-바꾸기(Ctrl+H)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속도를 높입니다. 

Step 23 :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이때 편집 모드 “Edit Onl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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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안정적인 PI 인터페이스 구성 

이전 섹션에서는 OPC DA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PI Data Archive 에는 5 개 펌프의 프로세스 데이터가 있고 PI System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PI 인터페이스의 데이터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PI System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3 그룹 질문 – 데이터 손실 방지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래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각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어떤 OSIsof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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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손실 방지 가능 여부:   ☐ 예   ☐ 아니요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단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데이터 손실 방지 가능 여부:   ☐ 예   ☐ 아니요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단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데이터 손실 방지 가능 여부:   ☐ 예   ☐ 아니요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단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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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PI Buffer Subsystem 정의 

2.14.1 PI Buffer Subsystem 이란? 

PI Buffer Subsystem 은 모든 PI 인터페이스와 함께 설치되는 OSIsoft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구성된 
후에는 PI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데이터를 버퍼링합니다. PI Buffer Subsystem 은 저장소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상 작동 시 PI Data Archive 에 대한 밸브가 열리면 데이터가 저장소를 통과합니다. 밸브가 닫힐 
경우(예: PI Data Archive 가 가동 중단되거나 네트워크가 가동 중단될 경우), PI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므로 이 데이터가 저장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밸브가 다시 열릴 경우(PI Data Archive 또는 네트워크가 복원될 경우), 데이터가 저장소에서 
배출되어 PI Data Archive 로 전송됩니다. 

참고: API Buffer Server 라는 또 다른 오래된 OSIsoft 버퍼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PI Buffer 
Subsystem 은 대부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API Buffer Server 는 (1) 버퍼링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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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는 PI Server 가 버전 3.4.375 보다 오래되고 (2) PI 인터페이스가 Windows 이외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14.2 PI Buffer Subsystem 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PI Buffer Subsystem 은 Windows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PI Buffer Subsystem 이 PI 인터페이스의 데이터만 버퍼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PI 
Data Archive 에 쓰고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OSIsoft 또는 사용자 지정 빌드)의 데이터를 버퍼링할 
수 있습니다.  

PI Buffer Subsystem 이 구성된 후에는 PI Data Archive 에 직접 쓰는 대신 PI API 응용 프로그램(예: 
PI 인터페이스)이 데이터를 “공유 메모리 버퍼”에 씁니다. 

PI Buffer Subsystem 은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공유 메모리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고 "스냅샷 테이블"에 전송합니다. 

2) 스냅샷 테이블에서 압축할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3) 데이터를 메모리 매핑 버퍼 큐 파일에 씁니다. 

4) 버퍼 큐에서 데이터를 읽고 PI Data Archive 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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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외 및 압축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메커니즘이므로 의미 있는 데이터만 PI Data 
Archive 에서 유지됩니다. PI 인터페이스는 예외를 처리합니다. PI Buffer Subsystem 은 이벤트를 
Snapshot Only(새 값이 입력되는 경우 이 값을 제거) 또는 To Be Archived(이 값 저장)으로 
표시합니다. PI Data Archive 는 이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다음 장에서 압축 알고리즘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 메모리 버퍼: PI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를 쓰는 메모리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가득 
차면 APIBUF_<PI Data Archive 이름>.dat 라는 디스크의 파일에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2) 스냅샷 테이블(pibufmem_<GUID>.dat): 이 테이블에는 모든 버퍼링된 PI 포인트에 대해 
수신된 가장 최근 값이 포함됩니다. 

3) 버퍼 큐 파일(pibufq_<GUID>.dat): “tank”로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기본 크기는 
32MB 입니다. 파일이 가득 차면 두 번째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이 채워지면 세 번째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작업은 PI 인터페이스 노드가 디스크 공간을 다 사용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참고: PI SDK 및 PI AFSDK 응용 프로그램은 PI Buffer subsystem 의 스냅샷에 직접 데이터를 쓰므로 
첫 번째 단계를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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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지침 수행 활동 - 버퍼링 구성 

 

여기에서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여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보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9 단계를 완료합니다. 

 

방법 

파트 1 – PI Buffer Subsystem 구성 

Step 1 : PIINT1 에서 PI ICU 를 실행합니다. 창 상단에서 Tools > Buffering 을 선택합니다. 

 
Step 2 : Yes 를 선택하여 PI Buffer Subsystem 구성 마법사를 계속합니다.  

 
Step 3 : Continue with configuration(구성 계속하기)를 선택합니다. 

Step 9 : PI Buffer Subsystem 을 통해 버퍼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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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PI Data Archive 또는 PI Collective Name 을 보고 버퍼링을 구성할 PI Interfaces 와 

서비스를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Step 5 : 이 단계에서는 PI Data Archive 에 대한 올바른 보안이 PI Buffer Subsystem 에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PI 인터페이스를 설치하는 동안 PIINT1 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트러스터를 생성하고 PI ID “piadmins”를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안 테스트에 성공할 것입니다. 

“piadmins”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PI System 보안 관리” 
장에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i. PI Buffer Subsystem 의 기본 서비스 계정은 LocalSystem 입니다. 이 계정에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서비스 계정을 

전용 도메인 계정으로 변경합니다. Change 를 클릭하고 생략 부호 단추 를 
클릭합니다. 계정 PIBufferServiceAccount 및 암호 student 를 
입력합니다.“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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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curity Test 창으로 돌아온 후 “Next”를 클릭하고 “The PI Buffer Subsystem has 

not passed all security tests. Would you like to continue anyway?” 경고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Step 6 : 이제 버퍼 큐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위치를 
C:\OSIsoft\Buffering 으로 설정합니다. 가능할 경우 기본 드라이브를 채워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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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도록 OS 드라이브에서 버퍼 큐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 마지막 창은 PI Buffer Subsystem 의 상태 검증을 실행합니다. 오류가 없을 경우 설치 
마법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Step 8 : 설치 마법사가 완료되어 닫히면 버퍼링 관리자 창이 열리며 PI Buffer Subsystem 의 
상태와 통계를 보여줍니다. 

 

Step 9 : PI 인터페이스의 데이터를 버퍼링하려면 PI Buffer Subsystem 이 시스템의 모든 PI 
인터페이스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항목 모두 Windows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행되므로 PI Buffer Subsystem 에서 종속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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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ICU > Service 탭으로 이동하고 “Dependencies” 필드를 확인하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 ICU 는 PIBufss 에 대한 종속성이 누락되었는지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Yes”를 선택하면 PIBufss 가 인터페이스 서비스 종속성에 추가됩니다. 

 
 

 
 

파트 2 – 버퍼링 검증 

진정한 가져오기 문제 해결 도구는 데이터가 PI 인터페이스 노드에서 실제로 버퍼링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PI Buffer Subsystem 버전 4.3 부터 “Buffering Manager” GUI 가 도입되어 이 
작업을 훨씬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버퍼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방법 1: Buffering Manager 

Step 1 : PIINT1 에서 PI ICU 를 실행합니다. 창 상단에서 Tools > Buffering 을 선택합니다. 

Step 2 : Buffering Manager 에서 버퍼링 통계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전역 버퍼링 상태, 
예상 버퍼 용량, 큐에 있는 이벤트, 실시간으로 전송된 총 이벤트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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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버퍼를 통과하는지 확인하려면 “전송된 총 이벤트 수”가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Buffering Manager 에서는 디스크 공간 부족, 중요한 오류 메시지 등의 
문제도 보고합니다. 

방법 2: 명령줄 유틸리티 pibufss 

Step 1 : PIINT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디렉터리 C:\Program Files (x86)\PIPC\bin 으로 
이동합니다. 
힌트: “cd %pihome%\bin”을 입력합니다. 

Step 2 : pibufss -cfg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전체 버퍼링 상태를 표시합니다. 

 
Step 3 : pibufss -qs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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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버퍼 큐 파일의 통계를 표시합니다. 정상 버퍼 큐에는 이 파일의 읽기 및 
쓰기가 있습니다. 

 
Step 4 : 통계를 중지하려면 Ctrl+C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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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단독 실습 – PI Buffer Subsystem 테스트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작동 중인 PI Buffer Subsystem 확인 

문제 설명 

이제 PI Buffer Subsystem 을 구성했으므로 이를 테스트하고 해당 메커니즘이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지난 15 분 동안 펌프 중 하나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PI Coresight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디스플레이 이름을 “Pump Overview”로 바꿉니다. 
 

Step 2 : PIINT1 에서 Buffering Manager 를 열고 PI Buffer Subsystem 이 정상 상태인지 
검증합니다. 이전 지침 수행 활동의 pibufss -qs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tep 3 :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 중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PIINT1 에서 pibufss -bc 

stop 명령을 실행합니다(이 명령은 데이터 전송을 중지하도록 PI Buffer Subsystem 에 
수동으로 알림). 

 

 
 

Step 4 : Buffering Manager 또는 열어 놓은 첫 번째 명령 프롬프트 대화 상자에서 "큐의 이벤트" 
증가를 관찰합니다. 

 
Step 5 : PI Coresight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Step 6 : 몇 분 후에 pibufss –bc start 명령을 실행하여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Step 7 : Buffering Manager 및 PI Coresight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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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UniInt 인터페이스 구성  

UniInt 는 Universal Interface 를 나타냅니다. UniInt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인터페이스에 공통적인 
모든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OSIsoft 의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UniInt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둡니다. 

UniInt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PI 
인터페이스를 더 간편하게 모니터링, 관리 및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5.1 연결 해제된 시작 

정상 작동 조건에서 PI 인터페이스가 시작될 때 수행되는 첫 작업은 PI Data Archive 에 연결하여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모든 PI 포인트의 구성을 로드하는 것입니다. 

PI 인터페이스가 시작될 때 PI Data Archive 에 연결할 수 없으면 이러한 PI 포인트 구성을 로드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결이 끊긴 시작은 UniInt 인터페이스의 기능입니다. 사용하도록 설정되면 PI 인터페이스가 모든 
PI 포인트 구성의 로컬 캐시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시작될 때마다 이 파일에서 구성을 
로드하고 PI Data Archive 에 연결할 필요 없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긴 시작은 PI ICU 의 UniInt > Disconnected Startup 에서 구성됩니다. 

 

2.15.2 UniInt 상태 포인트 

UniInt 상태 포인트는 인터페이스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PI 포인트입니다. UniInt 상태 
포인트는 PI ICU 의 UniInt > Health Points 섹션에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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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다음 UniInt 상태 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Heartbeat: 이 PI 포인트는 인터페이스가 실행 중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하트비트 
포인트는 인터페이스가 종료되거나 교착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실행 중인 동안에는 포인트 값이 1부터 15까지 증분식으로 
순환됩니다. 하트비트 포인트는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2. Device Status: 이 PI 포인트에는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소스 간 통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상 작동 중에 이 포인트에는 GOOD 값이 포함되어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소스와 제대로 통신 중임을 나타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포인트에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형식의 문자열이 포함됩니다. 

 
상태 코드 | 설명 | 인터페이스별 텍스트. 

예: 
95 | Device(s) in error 

이 장치 상태는 PI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소스와 통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IO Rate: 이 PI 포인트는 PI Data Archive 에서 전송되는 모든 포인트 값(입력, 출력, 트리거된 
입력) 수를 유지합니다. 값 업데이트가 중지되면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수집을 중지한 
것입니다. 

4. Scan Class Scans Skipped: 이 PI 포인트는 특정 스캔 클래스에 대한 “건너뛴 스캔” 
수(정의된 보고 기간 동안(기본적으로 8 시간) 스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행되지 않고  
다음 스케줄링된 스캔이 실행된 스캔 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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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지침 수행 활동 – UniInt 기능 구성: 연결이 끊긴 시작 및 상태 포인트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에서 10 단계 및 11 단계를 
완료합니다. 

 

 

 

방법 

파트 1 – 연결이 끊긴 시작 

Step 1 : 연결이 끊긴 시작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PI 인터페이스가 디렉터리에 
캐시 파일 2 개를 생성해야 합니다.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OPCInt_ReadOnly 

따라서 먼저 PI 인터페이스에 이 폴더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PIINT1 의 PI ICU > Service 에서 Windows 서비스를 실행 중인 계정을 
기록해 둡니다. 이 계정은 컴퓨터에 대한 제한된 권한을 가진 가상 
계정입니다. 

b. Wind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c.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 폴더로 이동합니다. 

d. OPCInt_ReadOnly 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e. “Security” 탭으로 이동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f. a 단계에서 찾은 계정을 추가하고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i. 위치를 PISCHOOL.INT 에서 PIINT1 로 변경합니다. 

ii. 개체 이름 NT Service\OPCInt_ReadOnly1 을 입력합니다. 

iii. 계정에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Step 2 : PI ICU 를 실행하고 UniInt > Disconnected Startup 으로 이동합니다. 

Step 10 : 연결이  끊긴 시작 구성 

Step 11 : PI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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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Enable disconnected startup (with point caching)”을 선택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Step 4 : 연속 PI Message Log 창을 실행하고 PI 인터페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연결이 끊긴 시작이 성공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New cache files created. Point and DigitalSet information 
will be retrieved from the PI Server and saved in cache 
files: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OPCInt_ReadOnly\OPCInt_ReadOnly_p 

isrv1_opc-piint1_1_ptcache.dat 

        C:\Program Files 
(x86)\PIPC\Interfaces\OPCInt_ReadOnly\OPCInt_ReadOnly_p 

isrv1_opc-piint1_1_dgcache.dat 

 

파트 2 – UniInt 상태 포인트 

Step 1 : PIINT1 에서 PI ICU 를 실행하고 UniInt > Health Points 로 이동합니다. 

Step 2 : 다음 상태 포인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reate”를 
선택합니다. 

a. Heartbeat 

b. Device Status 

c. IORate 

d. Scan Class Scans Skipped.sc1 

Step 3 : PISRV1 에서 PI SMT 를 사용하여 이러한 상태 포인트가 데이터를 수신 
중인지 확인합니다. 

참고: “PI System 모니터링” 장에서 UniInt 상태 포인트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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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 Data Archive 관리 

목표 
 

• PI Data Archive의 구성 요소 설명 
• 기본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의 기능 설명 
• PI Data Archive를 통해 데이터 흐름 설명 
• 스냅샷, 이벤트 큐 및 아카이브 통계 검사 
• 예외 및 압축 설명 
• 예외 및 압축에 대한 전략 정의 
• PI 폴더의 디렉터리 구조 파악 
• PI Data Archive를 시작 및 중지합니다. 
• 아카이브 파일 크기 및 위치에 대한 모범 사례 설명 
• 아카이브 파일의 위치 및 크기 변경 
• PI System 백업 방법론 설명 
• PI System의 로컬 백업 구성 
• 백업에서 Data Archive를 복원하는 방법 설명 

3.1 PI Data Archive 의 역할 정의 

1 장에서는 PI Data Archive 가 PI 포인트라는 개별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PI System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PI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PI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사용자가 PI Coresight 같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PI 포인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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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Data Archive 에는 보안, 라이선싱 및 백업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기타 역할이 있습니다.  

3.2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 설명 

PI Data Archive 는 다양한 작업을 관리하는 여러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하위 
시스템이 Windows 서비스입니다. 

PISRV1 에서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tep 1 : PI System Management Tools 사용: 

a. PI SMT 를 실행합니다. 

b. Operation > PI Services 로 이동합니다. 

 
Step 2 : 서비스 스냅인 사용 

a. application services.msc 를 실행합니다. 

b. PI 와 함께 시작되는 Windows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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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그룹 질문 –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의 역할 파악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음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을 아래 표에 나열된 역할과 연결합니다. 

PI Network Manager:  _____ 

PI Message Subsystem:  _____ 

PI License Manager:  _____ 

PI Update Manager:  _____ 

PI Base Subsystem:  _____ 

PI Snapshot Subsystem: _____ 

PI Archive Subsystem:  _____ 

PI Backup Subsystem: _____ 

 

1 스냅샷 서브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합니다. 데이터는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여러 개의 타임스탬프된 측정값으로 구성됩니다. 값은 
on/off, 압력, 흐름, 온도, 설정 포인트 등을 나타냅니다. 

2 포인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상태 테이블, 인증에 대한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PI Module Database 를 호스팅합니다. 

3 PI Data Archive 와 모든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정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4 로그 파일에 PI Data Archive 의 상태와 오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5 Manages communication between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간 통신을 관리합니다. 또한 연결 시 클라이언트를 
검증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기본 제품(PI ProcessBook 등)이거나 맞춤형 PI API 
또는 PI SDK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6 PI Data Archive 의 백업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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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포인트의 가장 최근 이벤트를 저장하고, 압축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이벤트 
큐로 전송하고, 스냅샷 이벤트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PI Update Manager 로 전송합니다. 

8 데이터 값, 포인트 특성, 모듈 등의 변경 알림을 알림 신청을 한 모든 인터페이스 
또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 대기열로 정리합니다. 

3.3 PI Data Archive 를 통한 데이터 흐름 

이전 그룹 활동에서 배운 것처럼 PI Snapshot Subsystem 및 PI Archive Subsystem 은 PI System 데이터 
아카이브에 관련된 두 가지 서비스입니다. 

이전 장에서는 PI Buffer Subsystem 이 구성될 때 데이터가 어떻게 PI 인터페이스 노드를 통과하는지 
배웠습니다. PI Buffer Subsystem 은 실제로 PI Snapshot Subsystem 과 매우 비슷하므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새 데이터가 PI Data Archive 로 전송될 때마다 PI Snapshot Subsystem 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PI Data Archive 의 스냅샷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2) 압축을 적용합니다. 

3) 데이터를 이벤트 큐에 씁니다. 

이때 PI Archive Subsystem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이벤트 큐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2) 데이터를 메모리의 “쓰기 캐시”에 씁니다. 

3) 주기적으로 쓰기 데이터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아카이브 파일로 씁니다. 

 

PI System 시각화 도구(예: PI Coresight)가 “스냅샷” 데이터를 요청하면 수신되는 데이터가 압축이 
적용되기 전에 스냅샷 테이블에서 직접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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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냅샷 테이블(piarcmem.dat): 이 테이블에는 모든 PI 포인트에 대해 수신된 가장 최근 값이 
포함됩니다.  

2) 이벤트 큐(pimq0000.dat): 이 파일은 이전 장에서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노드의 버퍼 큐 
파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상 작동 중에 이 파일은 데이터가 PI Snapshot Subsystem 에서 PI 
Archive Subsystem 으로 통과하는 탱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PI Archive Subsystem 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다른 요청에 응답하는 작업량이 너무 많은 경우) 데이터가 이 탱크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3) 메모리 쓰기 캐시: 하드 드라이브가 아닌 메모리에 저장되는 이 캐시는 디스크에 대한 쓰기 
횟수를 최소화하여 성능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PI Archive 
Subsystem 은 15 분마다 캐시를 배출합니다. 

4) 아카이브 파일(xxx.arc): 이 파일은 각 PI 포인트에 대한 아카이브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에 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아카이브 파일 관리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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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지침 수행 활동 – 스냅샷 테이블 통계 검사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스냅샷 테이블 모니터링 방법 알아보기: 

 

방법 

스냅샷 테이블 통계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 PI System Management Tools 사용 

Step 1 : PISRV1 에서 PI SMT 를 실행하고 Operation > Snapshot and Archive Statistics 로 
이동합니다. 

Step 2 : 페이지 상단에서 라디오 단추를 변경하여 스냅샷 통계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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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 명령줄 사용 

Step 1 :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C:\Program Files\PI\adm 폴더로 이동합니다. 
힌트: “cd %piserver%\adm”을 입력합니다. 

Step 2 : piartool –s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5 초마다 스냅샷 테이블 통계를 게시합니다. 왼쪽 열에는 현재 통계가 표시되고 오른쪽 
열에는 마지막 새로 고침 후 통계의 변경사항이 표시됩니다. “Ctrl + C”를 눌러 스냅샷 통계를 
종료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napshot events: 스냅샷 테이블에 포함된 이벤트 수 

• Out of Order Snapshot Events: 현재 스냅샷보다 오래된 스냅샷 테이블을 통과한 이벤트. 
OOO 이벤트가 너무 많으면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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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지침 수행 활동 – 이벤트 큐 통계 검사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이벤트 큐 모니터링 방법 알아보기: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C:\Program Files\PI\adm 폴더로 이동합니다. 
힌트: “cd %piserver%\adm”을 입력합니다. 

Step 2 : piartool –q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5 초마다 이벤트 큐 통계를 게시합니다. 중요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이벤트 큐 파일 이름 및 위치가 첫 줄에 인쇄됩니다. 

• Total Event Reads 및 Total Event Writes: 이벤트 큐 파일의 읽기 및 쓰기. 이러한 개수는 
같은 양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읽기가 증가하는데 쓰기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는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OSIsoft 기술 지원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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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event queue files: 정상 작동 시 이 값은 1 이어야 합니다. 읽기 수가 쓰기 수를 
초과하면 이벤트 큐가 가득 차고 새 이벤트 큐 파일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 번, 이는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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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지침 수행 활동 – 아카이브 통계 검사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아카이브 모니터링 방법 알아보기: 

 

방법 

아카이브 테이블 통계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 PI System Management Tools 사용 

Step 1 : PISRV1 에서 PI SMT 를 실행하고 Operation > Snapshot and Archive Statistics 로 
이동합니다. 

Step 2 : 페이지 상단에서 라디오 단추를 변경하여 아카이브 통계만 표시합니다. 



PI System 보보 보보 

 
 

89 보보보 

 

 

 
방법 2 – 명령줄 사용 

Step 1 :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C:\Program Files\PI\adm 폴더로 이동합니다. 
힌트: “cd %piserver%\adm”을 입력합니다. 

Step 2 : piartool –a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5 초마다 이벤트 큐 통계를 게시합니다. 중요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chiving Flag: 이 플래그는 데이터가 아카이브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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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데이터가 아카이브되고 있지 않음 

1: 과거 데이터만 아카이브되고 있음 

2: 미래 데이터만 아카이브되고 있음 

3: 과거 및 미래 데이터가 아카이브되고 있음 

PI Data Archive 2012 이하에서는 값 1 이 정상 상태입니다. PI Data Archive 2015 이상에서는 
값 3 이 정상 상태입니다. 비정상 아카이브 플래그는 문제를 나타냅니다. OSIsoft 기술 
지원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Out of Order Events: 아카이브에 기록된 마지막 값보다 오래된 이벤트. OOO 이벤트가 너무 
많으면 PI Archive Subsystem 에 대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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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예외 및 압축 이해 

3.4.1 단독 실습 – 데이터 필터링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예외 및 압축의 기반 논리 살펴보기 

문제 설명 

값을 필터링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만 유지하도록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방법 

파트너로 나눕니다(옵션). 스프레드시트 C:\Class\Exercise Files\Exercises.xlsx 를 엽니다. 

해당 셀을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하여 유지할 이벤트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워크시트에 대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3.4.2 예외 및 압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외 및 압축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메커니즘이므로 의미 있는 
데이터만 PI Data Archive 에서 유지됩니다. 예외는 PI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용되고 압축은 
Snapshot Subsystem 을 통해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외 및 압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터링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PI Data 
Archive 에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예외 및 압축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저장소: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공간을 줄임으로써 값비싼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거 데이터는 원래 크기의 90% 이상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 전송 속도: 전송된 데이터 세트의 크기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세트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세트를 줄이면 네트워크에서 PI System 데이터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전송에 필요한 장비와 대역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 비용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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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 및 백업: 데이터를 줄이면 아카이브나 백업 같은 다른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 많은 양의 필터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량이 많지 
않으면 PI Archive Subsystem 은 요청에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4. PI System 성능: PI System 은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주어진 디스크에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표시할 데이터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백업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손실 방지까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3.4.3 예외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외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값이나 변화가 미미하고 기기의 정확도 임계값 이하인 값을 
제거하여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계기를 ±0.5 내에서 정확히 읽고 1.5, 1.7, 1.6, 1.5 값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는 1.5 값만 저장하고 그 뒤에 직선을 표시합니다. 이는 모든 변경사항이 
계기의 정확도 임계값 미만이어서 노이즈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메커니즘은 간단한 불감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PI Data Archive 로 전송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PI 포인트의 경우 다음 PI 포인트 특성에 따라 불감대가 결정됩니다. 

1) ExcDev(또는 ExcDevPercent)는 PI 인터페이스가 포인트 값을 PI Data Archive 로 전송하기 
전에 변경해야 하는 포인트 값의 양을 결정합니다. 

2) ExcMax 는 PI 인터페이스가 값을 PI Data Archive 에 보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ExcMax 기간이 지나면, 새 값이 가장 최근에 보고된 값과 다른지 
여부에 상관없이 PI 인터페이스는 그 다음의 새 값을 PI Data Archive 에 전송합니다. 

3) ExcMin 은 인터페이스가 값을 보고할 수 있는 빈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가 새 값을 PI Data Archive 에 보내기 전에 10 분 동안 기다리도록 하려면 
ExcMin 특성을 600 초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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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PI Data Archive 에 전송되는 값은 어떤 것입니까? 

<span>정답</span>:  

이전 값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기본적인 이유입니다만, 이전 값이 없으면 히스토리컬 트랜드를 올바르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이전 값을 전송합니다. 

아래와 같은 일련의 포인트를 고려해 보십시오. 초기값(값 A) 및 불감대에서 나온 값(값 B)만 
사용하여 하나의 트랜드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두 개의 포인트 외에도 이전 값(값 C)까지 
포함하는 트랜드 선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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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그린 두 개의 트랜드 선 중, 어느 트랜드가 더 정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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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지침 수행 활동 – 예외 알고리즘 사용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원시 데이터에서 예외 테스트를 통과하고 필터링되는 값 판별 

방법 

다음 매개변수의 경우 지정된 각 시간의 스냅샷은 무엇입니까? 어떤 값이 예외를 전달합니까? 

• ExcDevPercent: 2 
• Span: 200 
• ExcMax: 180 

PI 인터페이스 노드 PI Data Archive 

시간 값 스냅샷 시간 현재 스냅샷 값이 예외를 전달함 

10:00:00 70.3 10:00:00 70.3 네 

10:01:00 67.1    

10:02:00 71.4    

10:03:00 70.1    

10:04:00 68.2    

10:05:00 66.0    

10:06:00 65.8    

10:07:00 64.2    

10:08:00 60.0    

10:09:00 63.1    

  



 
 
 
 
96 보보보 
 
 

3.4.5 압축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압축은 의미가 없는 데이터(트랜드의 데이터 소스에서 원래 데이터를 정확히 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간단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범위 동안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값은 무엇입니까? 

CompDev

Comp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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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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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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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PI Server 에 전송되는 값은 어느 것입니까?  

<span>정답</span>:  

압축은 다음 PI 포인트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CompDev 또는 CompDevPercent 는 PI Data Archive 가 포인트 값을 저장하는 데 변경해야 
하는 양을 결정합니다. 
 

2) CompMin 및 CompMax 는 PI Data Archive 에서 특정 포인트에 대해 새 값을 저장하는 
빈도를 제어합니다. (이는 예외 보고의 ExcMin 및 ExcMax 특성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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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압축에 대한 추가 내용은 KB00699 – Compression Explaine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KB/KB00699 

3.4.6 표시된 데이터의 예외 및 압축 결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드 관찰 중에 많은 값이 나타나지만 트랜드를 새로고침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전: 

 
이후: 

 
 

이것은 완벽하게 일반적인 현상이며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내용은 압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경우 ProcessBook 트랜드는 스냅샷 테이블에서 업데이트를 수신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만 
이러한 스냅샷 값을 로컬 캐시에 유지합니다. 트랜드를 새로 고치면 ProcessBook 이 PI Data 
Archive 를 다시 쿼리해야 하고 압축이 적용된 아카이브 파일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3.4.7 예외 및 압축의 기본값  

예외 및 압축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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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DevPercent = 0.1(span의 비율) 
ExcMax = 600초(10분) 
CompDevPercent = 0.2(span의 비율) 
CompMax = 28,800초(8시간) 
Zero = 0 
Span = 100 
 

기본값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감대가 너무 넓으면 데이터 필터링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너무 좁으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수집하는 모든 항목을 예외 또는 압축 없이 캡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수행하고 
모든 결과를 캡처하려고 하거나 모든 판독값을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PI System 관리자의 매우 중요한 측면은 예외 및 압축 설정에 대한 전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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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그룹 질문 - 예외 및 압축 설정에 대한 전략 결정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PI 포인트에 대한 예외 및 압축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십시오. 

PI System 에 적절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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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I Data Archive 파일 

PI System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할 때, 그리고 PI System 파일을 열 때 다음 두 개의 디렉터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IPC(환경 변수 %pihome%): 이 디렉터리에 모든 PI System 클라이언트가 설치됩니다. PI 
System 클라이언트는 PI Data Archive(PI 인터페이스, 시각화 도구 등)에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32 비트 응용 프로그램에는 32 비트 PIPC 폴더가 사용되고 64 비트 응용 
프로그램에는 64 비트 PIPC 폴더(%pihome64%)가 사용됩니다. 

• PI(환경 변수 %piserver%): 이 디렉터리에 PI Data Archive 가 설치되고 모든 PI Data Archive 
파일 및 유틸리티가 상주합니다. 

3.5.1 그룹 질문 – PI Data Archive 디렉터리 탐색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방법 

C:\Program Files\PI 폴더에서 디렉터리를 확인합니다. 

  
ADM - 관리 도구 

BIN - 이진 

DAT - 데이터 파일 

LOG - 메시지 로그 파일 

SETUP - 추가 설치키트 

 

질문 

1. PI Data Archive 의 시작 및 중지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2. 라이센스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PI System 보보 보보 

 
 

101 보보보 

 

 

3. piartool.exe(섹션 3.3 82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 
 

3.5.2 지침 수행 활동 – PI Data Archive 의 시작 및 중지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PI Data Archive 를 제대로 시작 및 중지하는 방법 알아보기 

방법 

파트 1 – PI Data Archive 중지 

Step 1 : PISRV1 에서 Wind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Step 2 : C:\Program Files\PI\adm 폴더로 이동합니다. 

Step 3 : pisrvstop.bat 파일을 찾습니다.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un as 
administrator”를 선택합니다. 

Step 4 : 열린 명령줄 창에서 각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특정 순서로 종료되는지 관찰합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 하위 시스템이 올바른 순서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파일을 사용하여 PI Data 
Archive 를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스크립트 시작 시 pisrvsitestop.bat 파일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pisrvstop.bat 
파일을 직접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pisrvsitestop.bat 파일에 다른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 PI Data Archive 시작 

Step 5 : pisrvstop.bat 스크립트가 완료되면 Windows 탐색기로 돌아갑니다. 

Step 6 : 이전과 같은 디렉터리에서 pisrvstart.bat 파일을 찾습니다.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un as administrator”를 선택합니다. 

팁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려면 해당 배치 파일을 가리키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PI Data Archive 시작” 및 “PI Data Archive 중지” 아이콘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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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카이브 파일 관리 

이 장에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PI Data Archive 를 통과하고, 결국 “아카이브 파일”이라는 파일에서 
종료되는지를 배웠습니다. PI System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이러한 파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3.6.1 지침 수행 활동 - 아카이브 파일 탐색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PI System Management Tools 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파일을 찾아보는 방법 알아보기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PI SMT 를 실행합니다. 

Step 2 : Operations > Archives 로 이동합니다. Historical 및 Future 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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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컬 아카이브 및 미래 아카이브 

PI Data Archive 2015 의 출시부터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및 미래 아카이브라는 두 가지 아카이브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아카이브는 미래가 아닌 PI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미래 아카이브는 미래 PI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미래 아카이브 
파일(이에 따라 미래 PI 포인트)만 미래의 10 분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아카이브의 데이터는 절대 히스토리컬 아카이브의 데이터와 혼합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미래 데이터가 과거로 이동하더라도 같은 미래 아카이브에 계속 저장됩니다. 

Step 3 :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파일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아래 속성을 입력합니다.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태(St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태(Status):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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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 

 

종료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동 플래그: ________________________ 

 

Step 4 : 미래 아카이브 파일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아래 속성을 입력합니다.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태(St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태(Status):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작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 

 

종료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동 플래그: ________________________ 

 

고정 및 동적 

히스토리컬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크기로 생성되고, 디스크의 조각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 시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동적 아카이브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 아카이브는 채워지면 크기가 늘어나는 파일입니다.  
히스토리컬 아카이브의 경우 동적 크기는 아카이브 문제 해결 및 재처리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래 아카이브를 생성할 경우 첫 번째 크기 1MB 의 고정 아카이브로 생성됩니다. 해당 아카이브에 
저장된 데이터가 1MB 를 초과할 경우, 미래 아카이브가 동적으로 증가하여 추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등록 및 등록 취소 

PI Data Archive 가 아카이브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아카이브를 등록해야 합니다(다른 
시스템에서는 "마운트"라고도 부름). 아카이브 파일은 PI System Management Tools 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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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할 충분한 대역폭이 있다면 PI Data Archive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드라이브에 등록된 아카이브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팁 
기본 아카이브는 PI Data Archive 에서 항상 라이브 상태여야 합니다.  
오래되고 "가득 찬" 아카이브 파일은 사용 빈도가 떨어지므로 저장 장치로 
옮겨도 됩니다. 

 

기본 아카이브 

"기본" 아카이브는 현재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는 아카이브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카이브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 기본 아카이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기본 아카이브에는 종료 시간이 없고, "현재 시간"으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히스토리컬 아카이브는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히스토리컬 아카이브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있습니다.  두 시점 사이의 모든 데이터가 이 
파일에 포함됩니다.  히스토리컬 아카이브는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아카이브를 초기화할 경우 
첫 번째 값의 타임스탬프가 시작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약 98% 정도 차면 새로운 파일이 
초기화됩니다(일부 데이터가 늦게 추가될 경우에 대비).  따라서 아카이브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시간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본 아카이브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파일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아카이브를 생성하도록 설정한 경우 PI Data Archive 는 새로운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새로운 기본 아카이브로 사용합니다. PI Data Archive 2012 에서는 
자동 아카이브 생성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자동으로 히스토리컬 아카이브를 생성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 빈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이 기본 아카이브 파일로 프롬프트됩니다. 

• 비어있는 히스토리컬 아카이브가 없으면 가장 오래된 아카이브가 기본 아카이브가 되고 
기존 데이터를 덮어씁니다. 

팁 

 

아카이브 파일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상 아카이브 파일 디렉터리에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IT 조직 내에서 경보를 생성하여 디스크 공간 부족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 2 개 이상의 빈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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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아카이브 파일을 “이동 불가능”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파일이 기본 파일이 될 수 없으므로 덮어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래 아카이브 및 비순차적 데이터 

미래 아카이브는 히스토리컬 아카이브에 보관된 실시간 데이터와는 달리 비순차적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아카이브가 필요한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미래 PI 포인트가 값을 수신할 때 이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미래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으면 PI 
Archive Subsystem 이 1 개월 기간(해당 월의 1 일부터 다음 월의 1 일까지)이 포함된 새로운 1MB 의 
고정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1MB 보다 큰 데이터가 이 아카이브에 전송되면 아카이브가 동적 
아카이브가 되고 필요에 따라 증가합니다. 더 긴 시간 범위에 걸쳐 있는 미래 아카이브는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Step 5 : 히스토리컬 및 미래 아카이브에 대한 아카이브 파일 디렉터리를 기록해 둡니다. 
Windows 탐색기에서 이 파일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각 아카이브 파일에는 파일 
확장명이 .ann 인 두 번째 파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디렉터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래 아카이브 디렉터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석 파일 

각 아카이브 파일에는 연관된 주석 파일이 있습니다. 주석을 사용하여 텍스트 메모 및 기타 이진 
데이터와 같은 임의 정보를 PI 포인트의 아카이브된 값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석 파일을 
아카이브 파일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6.2 아카이브 파일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 

아카이브 전략을 작성할 때 다음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아카이브 크기 조정 

PI Data Archive 2012 이전 PI Data Archive 버전의 기본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크기는 
256MB 였습니다.  PI Data Archive 2012 릴리스부터 기본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크기는 설치 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전략은 아카이브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 권장 
사항입니다. 

• (물리적 메모리(MB)) ÷ 3 또는 3 × (라이선싱된 포인트 수)/1024MB(더 작은 쪽으로) 

• 가장 가까운 2 의 제곱으로 반올림 

• 256MB 보다 작지 않고 10,240MB 보다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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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치 후에 아카이브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동안 새 기본 아카이브 파일의 크기는 현재 
기본 아카이브와 똑같습니다. 조정 매개변수 Archive_AutoArchiveFileSize 를 사용하여 다음 
아카이브 이동에 대한 아카이브 파일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파일 위치 

아카이브 파일과 이벤트 큐가 둘 다 별도의 전용 로컬 볼륨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별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동시에 데이터를 이벤트 큐에서 읽고 아카이브에 쓸 수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량이 최적화됩니다. 

아카이브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동안 아카이브 파일의 위치는 조정 매개변수 
Archive_AutoArchiveFileRoot 및 Archive_FutureAutoArchiveFileRoot 에 의해 결정됩니다.이러한 
조정 매개변수의 값을 지우면 자동 아카이브 파일 생성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카이브 파일 이름은 
조정 매개변수 Archive_AutoArchiveFileExt 및 Archive_AutoArchiveFileFormat 에 의해 결정됩니다. 

 

추가 권장 사항 

2 개의 빈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I System 보보 보보 

 
 

109 보보보 

 

 

3.6.3 단독 실습 – 아카이브 파일 구성 변경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PI SMT 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기 

문제 설명 

회사에서 PI System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회사의 PI System 이 오래 전 설치되었고 최근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현재 배치된 아카이브 구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변경할지 결정합니다. 

1. 현재,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파일을 새 전용 
드라이브(E:\)로 이동하도록 결정합니다. 

2. PI Data Archive 가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후 자동 아카이브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자동 아카이브 사용 

3. 현재, 아카이브 파일 크기는 이전 기본값인 256MB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 아카이브의 
경우 이 파일 크기를 512MB 로 변경합니다. 

4. 비상시를 대비하여 2 개의 빈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아래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하기 전에 직접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는 전략을 고안해 보십시오. 

방법 

파트 1 – 기본 자동 아카이브 설정 변경 

Step 1 :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C:\Program Files\PI\adm”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piartool –al 을 실행하여 아카이브 이동의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Step 2 : PI SMT 를 실행합니다. Operation > Tuning Parameters > Archive 탭으로 이동합니다. 

Step 3 : Archive_AutoArchiveFileRoot 의 값을 E:\PIArchives\PISRV1 로 변경합니다. 

Step 4 : Archive_AutoArchiveFileSize 의 값을 512MB 로 변경합니다. 

Step 5 : 아카이브 이동을 적용합니다. Operation > Archives 로 이동합니다. “Force an archive 

shift” 단추를 누릅니다.  

Step 6 : 새 아카이브가 올바른 이름, 크기 및 위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파트 2 – 기본 아카이브를 새 위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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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PI SMT 에서 Operation > Archives 로 이동합니다. “Historical” 탭에서 C:\PI\arc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Step 8 : “Unregister selected archive” 단추 를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등록 취소합니다. 참고: 

등록 취소된 아카이브는 Refresh 단추 를 클릭할 때까지 PI SMT 에 계속 
나타납니다. 

Step 9 : 아카이브 파일이 등록 취소되었으므로 파일을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파일을 복사하여 E:\PIArchives 에 붙여넣습니다. 아카이브 파일(.arc)을 
이동할 때마다 해당 주석 파일(.ann)을 이동해야 합니다. 

Step 10 : 다시 PI SMT 에서 “Register an archive” 단추 를 누릅니다. 이동한 모든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파트 3 – 빈 아카이브 생성 

Step 11 : PI SMT 에서 Operation > Archives 로 이동합니다. “Create a new archive” 단추 를 
누릅니다. 

Step 12 : 시작 시간이나 종료 시간을 정의하지 않고 2 개의 빈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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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정 매개변수 관리 

이전 실습에서는 PI Data Archive 의 자동 아카이브 기능 동작을 변경하는 데 조정 매개변수를 
사용했습니다. PI Data Archive 의 기본 동작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정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매개변수의 기본값은 일반적인 PI Data Archive 설치에 최적의 가능한 구성이 
포함되도록 설정됩니다. 그러나 각 PI Data Archive 는 고유하며 때때로 이러한 조정 매개변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3.7.1 그룹 질문 – 조정 매개변수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래 조정 매개변수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 이 조정 매개변수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 어떤 조건에서 값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설정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1. EnableAudit 

 
2. Archive_LowDiskSpaceMB 

 
3. Snapshot_EventQueue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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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talUpdateQueue 및 MaxUpdateQueue 

3.8 PI Data Archive 백업 관리 

이 섹션에서는 PI Data Archive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PI Data Archive 의 구성 요소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작업을 수행하는 하위 시스템(Windows 서비스) 

• 데이터(스냅샷 테이블, 이벤트 큐, 아카이브)를 저장하는 파일 

• 구성 정보(PI 포인트 구성, 조정 매개변수)를 저장하는 파일 

• 이러한 구성 요소가 종속된 물리적 하드웨어(CPU, RAM, 하드 드라이브)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PI Data Archive 가 위험해질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1 그룹 작업 – 백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활동 목표 

데이터 백업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질문 

강사가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 데이터 백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시나리오 
• 중요한 데이터로 생각되는 데이터 유형 
• 중요한 재해 복구 계획의 요소 일부 

강사가 여러분이 제출한 답변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3.8.2 백업 전략 

PI Data Archive 에는 PI Backup Subsystem 이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특정 PI Data Archive 파일의 로컬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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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 단계 백업 전략을 사용하여 PI Data Archive 를 밤새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계 백업 

PI Data Archive 파일이 로컬 “PI Backup” 폴더로 복사됩니다. 그런 다음 이 폴더는 대개 타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됩니다. 

 
 

참고: OSIsoft 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다른 백업 전략이 
있습니다.  
 1.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I Data Archive Server 의 직접 VSS 백업을 
생성합니다. 
 2. PI Data Archive 가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 중이면 하위 VM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구현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백업을 검증하고 절차를 
복원해야 합니다. 완전히 철저한 테스트와 확인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백업 전략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KB/KB00659 를 참조하십시오. 

3.8.3 PI Data Archive 백업의 작동 방식 

어떤 파일이 백업됩니까? 

PI Backup Subsystem 에서는 초기 설치 이후 생성되거나 편집된 모든 PI Data Archive 파일의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또는 구성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백업하는 것입니다. 
PI Data Archive 를 복원할 때 이러한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백업하는 폴더 및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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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 pisrvsitestart.bat, pisrvsitestop.bat, pisitestart.bat, pisitebackup.bat 
• 아카이브 파일 디렉터리: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및 주석 파일 
• 미래 아카이브 파일 디렉터리: 미래 아카이브 및 주석 파일 
• bin: pipeschd.bat 
• dat: 모든 항목 
• log: 모든 항목 
• PIPC(32비트 및 64비트): ACE 실행 파일 및 ACE 클래스 라이브러리(pisitebackup이 

호출될 때만)와 함께 모든 bat, log, ini, txt 및 sql 파일 

참고: PI AF 데이터베이스가 PI Data Archive 에 설치된 경우 SQL Server Express 에디션에서는 
PIFD(PI AF 데이터베이스)도 백업됩니다. PI AF Server 백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PI Backup Subsystem 은 PI Data Archive 의 증분 백업을 생성합니다. 이는 백업이 수행될 때 마지막 
백업 이후 수정된 파일만 PI Backup 디렉터리로 복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소스가 
변경되지 않은 파일을 덮어쓰는 데 낭비되지 않습니다.  

 

백업 중에 PI Data Archive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PI Data Archive 백업에는 Microsoft 의 VSS(볼륨 섀도 복사본 서비스)가 사용되므로 PI Data 
Archive 는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고 백업 중에 평상시처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업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이 권장됩니다. 

1. 일별 백업은 사용량이 가장 적은 시간에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 시간은 오전 3 시 
15 분입니다. 

2. PI Backup 디렉터리는 전용 물리적 드라이브에 있어야 합니다. 

 

일별 백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I Backup 폴더에 대한 PI Data Archive의 기준 백업을 설정합니다. 
 

2. 같은 PI Backup 폴더에 대한 증분 PI Data Archive 백업을 실행하는 일별 Windows 
스케줄링된 작업을 설정합니다. 
 

3.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타사 백업 도구를 사용하여 외부 저장소에 대한 PI Backup 폴더의 주기적 백업을 
자동화합니다. 타사 도구가 옵션(pisitebackup.bat)이 아닌 경우 PI Data Archive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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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포함됩니다. 
 

b.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체 PI Data Archive Server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c. PI Data Archive 가상 시스템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참고: PI Data Archive 를 새로 설치할 경우 첫 번째 증분 백업은 전체 백업입니다. 따라서 1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동된 PI Data Archive 의 경우 1 단계가 필요합니다.  

3.8.4 단독 실습 – 일별 백업 구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PI Data Archive의 일별 백업 구성 

방법 

파트 1 – 기준 백업 설정 

Step 1 :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C:\Program Files\PI\adm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힌트: “cd %piserver%\adm”을 입력합니다. 

Step 2 :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ibackup.bat F:\PIBackup -type FULL –arcdir –wait 

Step 3 : PI Backup 이 작동하는지 검증합니다. 

a. F:\PIBackup 폴더를 엽니다. 

i. 복사된 파일을 확인합니다. 

b. PI SMT 를 실행합니다. Operation > Backups 로 이동합니다. 백업 유형 및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 

 

파트 2 – 백업을 실행하는 일별 Window 스케줄링된 작업을 설정합니다. 

Step 1 : 같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pibackup F:\PIBackup –install 

Step 2 : Task Scheduler 스냅인(taskschd.msc)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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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왼쪽 창에서 Task Scheduler Library 를 선택합니다. “PI Server Backup”이라는 
스케줄링된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Step 4 : 작업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Triggers” 탭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탭에서 작업의 기본 스케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tep 5 : 새로 스케줄링된 작업을 테스트합니다. 작업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un”을 선택합니다. 

Step 6 : PI Backup 이 작동하는지 검증합니다. 

a. F:\PIBackup 폴더를 엽니다. 

i. 백업 메시지 로그 파일 “pibackup_<date>"를 엽니다. 오류가 있습니까? 

b. PI SMT 를 실행합니다. Operation > Backups 로 이동합니다. 백업 유형 및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 

 

참고: PI Performance Monitor 포인트를 사용하면 백업 내용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PI 
Backup Subsystem 용 Windows 성능 카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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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실패한 백업: 마지막 백업에 실패했으면 1 이, 그렇지 않은 경우 0 이 나타납니다. 

시작된 백업: 밤마다 백업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면 이 값이 매일 밤 1 씩 증가해야 합니다. 

실패한 백업: 백업에 실패할 때마다 1 씩 증가합니다. 

pisitebackup.bat 또는 백업 디렉터리의 타사 백업이 실패하면 이 내용이 성능 카운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8.5 백업에서 PI Data Archive 복원 

PI Data Archive Backup 을 기존 PI Data Archive 또는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업 복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하드웨어 실패에서 복구 

• 생산 서버를 기반으로 개발 서버 설정 

• PI Data Archive 를 새 서버로 이동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OSIsoft 기술 지원부서에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PI Data Archive 복원의 자세한 방법은 PI Data Archive 2015 시스템 관리 
안내서(2015 버전)의 "기존 PI Data Archive 에 백업 복원" 또는 "새 컴퓨터에 PI 
Data Archive 백업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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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 Asset Framework 관리 

목표 
 

• PI Asset Framework의 역할 정의 
• 자산/요소 설명 
• 특성 설명 
• PI System Explorer 설명 
• 네 가지 PI AF 요소 특성 유형을 정의합니다.  
• 특성과 PI 포인트 간 관계 설명 
• 사용자가 특성을 보고 있을 때 데이터가 PI System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 
• PI System Explorer를 사용하여 특성 데이터 보기 
• PI ProcessBook을 사용하여 특성 데이터 보기 
• PI 포인트 대신 특성을 보는 장점 설명 
• PI AF 데이터베이스 설명 및 생성 
• PSE에서 기존 PI 포인트에 연결된 특성을 사용하여 자산 생성 
• 템플릿 설명 
• AF 템플릿의 이점 설명 
• 템플릿 생성 
• PI Builder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자산 생성 
• AF 서버의 구성 요소(서비스, SQL 데이터베이스) 설명 
• AF 서버의 로컬 백업 구성 
• AF 서버의 백업을 복원하는 방법 설명 

4.1 PI Asset Framework 의 역할 정의 

1.2 섹션(6 페이지)에서는 PI Asset Framework 가 기본 PI System 의 필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중 
하나임을 배웠습니다. 이와 함께 PI Data Archive 및 PI Asset Framework 가 PI Server 를 구성합니다. 
PI Data Archive는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PI Asset Framework 는 데이터를 구성 및 개선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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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성 

1 장에서는 Reactor 1 온도를 수집하는 PI 포인트 “BA:TEMP.1”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PI 
Coresight 를 사용했습니다. PI 포인트 이름은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이름 지정 규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이름 지정 규칙은 누구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년 전 PI System 관리자가 
이러한 규칙을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예: DCS)에서 데이터 스트림의 이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I 포인트 이름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라 시스템 친화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 PI System 사용자는 어떤 PI 포인트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동료나 PI System 관리자에게 의존해야 하며 PI System 사용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Asset Framework 가 필요합니다. Asset Framework 는 PI System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체 보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완전히 새로운 PI System 사용자가 해당 
프로세스를 즉시 인식하고 검색 중인 데이터를 쉽게 찾도록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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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선 

지금까지 설명한 PI System 데이터 유형은 시계열 데이터(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데이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데이터 소비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많은 정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 재료 속성 

• 제조업체 정보 

• 지리적 정보 

이 정적 데이터는 다양한 Excel 스프레드시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한 곳에서 추적 및 수집하기 어려워집니다. 



PI System 보보 보보 

 
 

121 보보보 

 

 

 
다시 한 번, 이런 이유로 PI Asset Framework 가 필요합니다. PI System 사용자는 데이터를 PI Asset 
Framework 로 가져오거나 연결하여 이 정적 데이터를 구성된 인간 친화적인 보기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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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자는 원시(정적 및 시계열) 데이터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원시 데이터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원시 전압 및 전류 측정값에서 송배전 회사의 엔지니어는 모든 트립, 장애 및 정전 목록을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시 유량계 및 탱크 센서 데이터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는 각 플랜트에 대한 총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시 굴뚝 배출 측정값에서 플랜트 관리자는 환경 규제에 위반될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청은 PI Asset Framework 상단에 빌드된 PI System 기능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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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산 및 특성 정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PI Asset Framework 는 자산 프레임워크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자산이란? 

자산은 데이터를 그룹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구성 요소입니다. PI Data 
Archive 에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는 PI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탱크의 온도 

• 탱크 교반기의 속도 

• 탱크 레벨 

PI Data Archive 에서는 실제로 PI 포인트가 모두 같은 장비 부분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개별 
PI 포인트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PI Asset Framework 에서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은 “탱크” 자산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을 탱크 자산의 “특성”이라고 하고 데이터가 수집되는 
PI 포인트에 연결됩니다. 

 
PI Asset Framework 의 자산은 계층 구조로 구성됩니다. 이전 예제에서 계속 살펴보면, 탱크 자산은 
플랜트 중 하나인 몬트리올 플랜트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몬트리올 플랜트에 대한 자산을 
생성할 수 있으며 몬트리올 플랜트의 하위 자산 중 하나가 위의 탱크입니다. 이 경우 “몬트리올” 
자산은 프로세스의 논리적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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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자산 계층 구조로 구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1.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기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는 이제 찾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자산 간 관계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몬트리올 자산과 몬트리올 플랜트에 속한 장비 간 관계를 정의하여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장비 부분의 전력 소비량을 수집 중인 경우 
몬트리올 플랜트의 총 전력 소비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슷한 자산을 비교하는 방법 

자산 프레임워크에 여러 플랜트 자산이 있는 경우 각 플랜트에 대한 전력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탱크 성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동일한 이 보고서를 모든 탱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비슷한 자산을 생성할 때 템플릿을 
사용하면 작업을 재사용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PI Asset Framework 용어에서 “자산” 및 “요소”는 동의어입니다. 

참고: PI Asset Framework 릴리스 전에는 PI 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준 자산 계층 구조를 
생성할 때 MDB(“Module Database”)라는 PI Data Archive 구성 요소가 사용되었습니다. MDB 는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해서 PI Interface Configuration Utility 등의 여러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PI ACE 및 PI Batch 와 같이 MDB 에 빌드된 자산 계층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PI Asset Framework 를 이용하는 동안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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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rchive 는 Module Database 와 PI Asset Framework 를 동기화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 MDB 에서 PI AF 2015 로 전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3 PI System Explorer 

PSE 또는 PI AF 클라이언트라고도 하는 PI System Explorer 는 사용자가 자산 계층 구조를 보고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PI AF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PI AF, PI Notifications, PI Event Frames 및 Asset Analytics 를 위한 구성 및 관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E 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메뉴 바/도구 모음 

 

 

 

Menu 
 

Menu Bar Toolbar 

Navigator Panel Status Bar 
Viewer Configuratio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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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는 데이터베이스 열기/생성, 요소 또는 연락처 검색, 변경 사항 적용 및 체크인, 보기 옵션 
설정 등의 작업에 사용합니다. 메뉴 및 도구 모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네비게이터 패널에서 
선택된 섹션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네비게이터 패널 

PI System 개체는 네비게이터 패널에 표시되는 섹션으로 그룹화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그룹으로는 요소, 이벤트 프레임, 라이브러리 및 측정 단위 및 분석이 있습니다. PI Notifications 
기능이 설치된 경우 MyPI, 알림 및 연락처도 네비게이터 패널에 표시됩니다.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뷰어 패널에서 작업하고 표시할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는 PI 
AF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PI System 개체(예: 요소, 템플릿, 알림 등)가 표시됩니다. 네비게이터 
패널에서 선택한 섹션에 따라 다음 항목을 브라우저에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소: 요소(또는 자산)는 여러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소 계층 구조를 
드릴다운하여 관심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벤트 프레임: 이벤트 프레임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컨텍스트로 정의되는 모든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프레임은 다운타임 이벤트, 프로세스 및 환경 탐색, 배치 처리 단계 
또는 조직에 중요한 기타 이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 이는 PI AF 계층 전체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개체 컬렉션입니다. 
라이브러리에 표시되는 개체 유형으로는 범주, 요소 템플릿, 계수 세트, 참조 유형 및 
테이블이 있습니다. 

• 측정 단위(UOM): UOM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한 UOM 클래스 특성에 대한 측정 단위 간에 
간단한 변환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분석: 이 섹션에서는 현재 AF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된 모든 분석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분석 시작, 중지 및 백필과 같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 

항목 상태를 보려면 브라우저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상태 표시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수정 시간, 개체가 체크아웃되었는지 여부 또는 알림이 현재 로드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패널 

이 패널은 정적 특성에 대한 특성 참조, UOM, 값 등 특성과 관련된 속성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뷰어 

이는 기본 작업 영역입니다. 요소, 특성, 템플릿, 테이블, 연락처, 알림, 분석 등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어를 통해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 패널은 변경 사항을 구성할 수 있는 
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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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PI System Explorer 사용(PI System Explorer 

사용 설명서)을 참조하십시오. 

 

4.3.1 PI AF Server 에 연결하여 요소 계층 보기 

PI AF 는 자산 프레임워크 개체(요소, 템플릿 등)를 PI AF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PI AF 에서 
PI AF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가질 수는 있어도 한 번에 하나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PSE 에서는 
왼쪽 상단 모서리의 Database 단추를 선택하여 현재 연결된 PI AF Server 와 해당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사용자가 연결된 AF 서버가 화면 상단의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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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PI AF Server 에 연결된 경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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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침 수행 활동 – 정의된 자산 

 

여러분은 이 장 또는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 설명 

데이터 참조는 외부 데이터에서 AF 특성 값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PSE 를 
사용하여 AF 특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참조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 PISRV1 에서 응용 프로그램 “PI System Explorer”를 실행합니다. 
Step 2 : “OSIsoft Plant”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Step 3 : 왼쪽에 있는 “Brower” 창에서 Production Area > Production Line1 > Mixing Tank1 로 

이동합니다. 
Step 4 : 가운데에 있는 “Viewer” 창에서 “Attributes” 탭을 선택합니다. 
Step 5 : 다음 각 데이터 참조 유형에 대한 특성을 찾습니다. 

 
a. <없음> (정적): ______________________ 

b. 공식: ______________________ 

c. PI 포인트: ________________________ 

d. 문자열 빌더: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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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테이블 조회: _____________________ 

4.4 지침 수행 활동 – PI 포인트를 AF 자산으로 구성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PI AF 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 PI AF 에서 요소 생성 

• PI AF 에서 하위 요소 생성 

• PI AF 에서 PI 포인트 데이터 참조 특성 생성 

• 기존 요소를 요소 템플릿으로 변환합니다. 

 

문제 설명 

여러분은 지금 PI OPC 서버에 연결된 펌프 세트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이 펌프에 대한 
PI 포인트는 이미 구성 완료함). 

이러한 펌프에 대한 AF 계층 구조를 생성하고 PI 포인트를 해당 AF 특성에 연결합니다. 

 

방법 

Step 1. PISRV1 에서 PI System Explorer 를 실행합니다. 

Step 2. 데이터베이스 선택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Step 3. 'New Database'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Pump Assets’로 지정합니다. 

Step 5. Pump Asset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tep 6. 왼쪽 하단 모서리의 ‘Elements”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7. '요소' 심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New' > 'New Element'를 선택합니다. 

Step 8.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Step 9. 선택한 요소의 'General' 탭에서 이름을 'Pumps'로 변경합니다. 

Step 10. 왼쪽 창의 'Pumps'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New Child Elemen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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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새 요소의 'General' 탭에서 이름을 'Pump1'으로 변경합니다. 

Step 12. 왼쪽 창에서 'Pump1'을 클릭하면서 'Attributes' 탭을 선택합니다.   

Step 13. 왼쪽 창의 'Pump1'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New' -> 'New Attribute'를 
선택합니다. 

Step 14. 특성 이름을 BearingTemp 로 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tep 15. 오른쪽 창에서 Default UOM 을 'Celsius'로 변경하고 Data Reference 를 PI 포인트로 
변경합니다. 

Step 16. 데이터 참조 아래에 있는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17. 포인트 이름 옆에 있는 돋보기를 선택하고 Pump1 Bearing Temperature 포인트를 
검색합니다.  이 포인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tep 18. 상단에서 녹색의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작업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현재 PI System 
Explorer 화면은 아래 그림과 유사해야 합니다. 

 
 

Step 19. 5 개 특성을 추가하고, OilPressure (UOM=bar), Status (UOM=none, Value Type=int32), 
OutputFlowRate (UOM=lb/s), FlowRate (UOM=lb/s), PumpSpeed (UOM=rpm)로 이름을 
정합니다.  이러한 5 개 특성을 해당 Pump1 포인트와 연결합니다.    

Step 20. 이 요소 작성을 마친 다음 위의 'Check-In' 단추 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Check-In'을 선택합니다.  구조는 아래 그림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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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1. 이제 Pump1 요소가 완성되었습니다. 'Pump1'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Convert -> Convert to Template 을 선택합니다. 

다른 펌프에도 적용하기 쉬운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 포인트 이름 참조 내에 대체 
매개변수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Step 22. 대체 필드에서 펌프 PI 포인트의 이름 지정 규칙에 따라 대체 매개변수를 
교체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Pump1_BearingTemp 의 경우 요소 이름이 Pump1 이고 
특성 이름이 BearingTemp(%Element%.%Attribute%)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소에 적용할 경우 ‘%Element% 필드를 요소 이름의 값으로, %Attribute% 필드는 
특성 이름으로 대체합니다. 

특성을 일괄적으로 작성할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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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단독 실습 – PI Builder 를 사용하여 템플릿에서 자산 생성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PI System Explorer에서 사전 구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요소 생성 
• PI Builder에서 사전 구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요소 생성 

 
문제 설명 

이전 실습에서는 Pump1 을 생성하고 펌프 자산에 대한 템플릿을 생성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펌프를 생성할 때 이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방법 1 – PI System Explorer 사용 

Step 1. PI System Explorer 를 실행하고 'Pump Assets'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합니다. 
Step 2. Elements 섹션에서 'Pumps'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New' -> 'New Child 

Element'를 선택합니다. 
Step 3. 'Pump Template'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tep 4. 이름 “Pump2”를 사용하는 요소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소 이름을 

“Pump2”로 변경합니다. 
Step 5. Pump2 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특성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Pump2’ PI 포인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법 2 – PI Builder 사용 

Step 6. Microsoft Excel 을 열고 ‘PI Builder’ 탭을 확인합니다.   
Step 7. 왼쪽 상단에서 데이터베이스가 ‘Pump Assets’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라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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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Retrieve’ 섹션의 ‘Elements’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Browse Elements’를 

선택합니다. 

 
Step 9. 'Pump2'를 선택합니다. 
Step 10. 모든 체크 표시를 지운 다음, 요소 아래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OK'를 

선택합니다. 

 
Step 11. 가져온 행을 두 번 복사하여 3 개의 행을 채웁니다. 
Step 12. 첫 번째 행에서 'Pump2'를 'Pump3'로 변경하고 두 번째 행에서 'Pump2'를 'Pump4'로 

변경한 다음, 세 번째 행에서 'Pump2'를 'Pump5'로 변경합니다. 결과 스프레드시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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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3 개 행 모두의 'Selected(x)' 열에 'x'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14. ‘Build’ 섹션의 ‘Publish’를 선택합니다. 
Step 15. ‘Publish Options, Edit Mode:’를 ‘Create Only’로 변경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tep 16. PI System Explorer 로 돌아갑니다. Refresh 단추를 클릭합니다. 3 개 펌프가 모두 올바른 

특성을 사용하여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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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I Asset Framework 구성 요소 

PI Asset Framework 는 다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Windows 서비스) 

• PIFD 데이터베이스(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같은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PIFD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SQL 
Server 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SQL Server Express 에디션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SQL Server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 AF 릴리스 정보에서 "PI AF 
Server 에 대한 SQL Server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은 PI AFSDK 를 사용하여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PI Asset Framework 와 통신합니다. 그런 다음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가 PIFD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PI AF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 

PIFD 가 SQL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대부분의 유지 관리 작업은 일반적인 SQL Server 관리자의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고 PIFD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더 작은 PI System 구현의 경우 PI System 관리자에게 사전 SQL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Microsoft 및 많은 인증 기관에서 제공하는 SQL Server 관리 클래스가 
있습니다.   

다음 주소의 Microsoft SQL Server 학습 센터를 방문하여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en-ca/server-cloud/support/learning-center/learning-center.aspx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요한 PI Asset Framework 관리 작업을 다룹니다. 

 

팁 

 

SQL 관리 또는 스크립팅 도구를 사용하여 PIFD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https://www.microsoft.com/en-ca/server-cloud/support/learning-center/learning-center.aspx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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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PI Asset Framework 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흐름 

PI System 사용자가 PI AF 특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 있을 때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흐름은 특성에 대한 데이터 참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정적 데이터 참조 

“None” 유형 데이터 참조의 경우 데이터는 PI Asset Framework 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됩니다. 따라서 PI Asset Framework 에 
대한 단일 연결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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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 포인트 데이터 참조 

“PI Point” 유형 데이터 참조의 경우 PI Asset Framework 는 특성의 PI Data Archive Server 및 PI 포인트 이름을 저장합니다. PI 포인트 
데이터 참조를 검색한 후 PI 시각화 도구가 직접 PI Data Archive 를 대상으로 특정 PI 포인트에 대한 요청을 생성합니다. 또한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는 PI Data Archive 의 데이터에 대한 읽기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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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테이블 조회 데이터 참조(테이블이 별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경우) 

“Table Lookup” 유형 데이터 참조의 경우 데이터가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이 테이블을 PI Asset Framework 로 가져오면 단일 연결이 
생성됩니다(시나리오 A 참조). 그러나 테이블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직접 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요청을 생성하고 결과를 PI 시각화 도구에 반환합니다. 따라서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읽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용자 자격 증명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Kerberos 위임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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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I AF 아키텍처 

PI Data Archive,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SQL Server(PIFD 데이터베이스 호스팅)는 모두 같은 
서버에 설치하거나 다른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선택은 기본적으로 구현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아키텍처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소규모 PI System 

소수의 자산(10,000 개 이하) 및 중하 정도 개수의 PI 포인트(25,000 이하)가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권장 아키텍처는 PI Data Archive,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SQL 
Server Express 를 호스팅하는 단일 서버입니다. 

 

B. 대용량, 고성능 PI System 

10,000 개가 넘는 자산 및 중상 정도 개수의 PI 포인트가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다음이 
권장됩니다. 

• SQL Server 는 PI Data Archive 와 별도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Standard 또는 
Enterprise 에디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PI Data Archive 또는 SQL Server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 확장성을 위해 PI Data Archive 및 PI AF 에 대한 고가용성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C. 분산된 고가용성 PI System 

작업 부하와 포인트 수가 아주 많고 복수의 PI Data Archive Server 또는 PI Data Archive 
Collective 가 중앙 PI AF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분산 시스템의 경우, 최상의 성능과 
확장성을 달성하기 위해 PI Dara Archive Collective 를 설치하고, PI AF 에 대한 
고가용성 옵션을 선택하고, Microsoft SQL Server 를 별도의 여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9 PI Asset Framework 백업 관리 

이전 장에서는 PI Data Archive 백업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PI Asset Framework 백업 관리 
전략도 동일합니다. PI Asset Framework 의 일별 백업을 수행하고 이 백업을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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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PI AF 백업의 작동 방식 

초기 설치 이후 PI Asset Framework 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이 PIF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PIFD 데이터베이스는 백업해야 하는 유일한 파일입니다. 특정 백업 메커니즘은 PI AF 
아키텍처 및 SQL Server 에디션에 따라 결정됩니다. 

A. SQL Server Express 에디션 

SQL Server Express 에디션의 경우 PIFD 데이터베이스는 afbackup.bat(%pihome64%\AF\sql 
디렉터리에 있음)라는 스크립트를 통해 백업됩니다.  

SQL Server Express 인스턴스의 기본 이름은 .\sqlexpress 입니다. SQL Server 인스턴스 
이름을 다르게 지정할 경우에는 afbackup.bat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SET 
SQLINSTANCE" 라인 아래에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SET 
SQLINSTANCE=.\mysqlserver) 

 
i. SQL Server Express 가 PI Data Archive 에 설치된 경우 

PI Data Archive 가 SQL Server 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면 PI Data Archive 백업 
스크립트인 pibackup.bat 가 afbackup.bat 스크립트를 호출합니다. PIFD 백업은 PI 
Data Archive 백업과 같은 디렉터리에 생성됩니다. 

ii. SQL Server Express 가 별도의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PI AF Server 가 PI Data Archive 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PI AF 
Server 에서 afbackup.bat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 스케줄링된 작업을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PIFD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물리적 볼륨에 백업하려면 
afbackup.bat 스크립트도 수정해야 합니다(예: sqlcmd -S %SQLINSTANCE% -d PIFD 
-Q "EXEC dbo.usp_backup @outpath = N'F:\PIBackup\AF\';" –E). 

보보보 SQL 보보보보 보보보 보보보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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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QL Server 의 Express 이외 에디션 

SQL Server 의 Express 이외 에디션에는 스케줄링된 관리 작업 또는 "작업"을 실행하는 
Windows 서비스인 SQL Server 에이전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경우 PI AF 는 오전 3 시 
15 분에 밤새 백업 작업을 자동으로 설치 및 스케줄링합니다.  

백업 디렉터리를 별도의 물리적 볼륨으로 변경하려면 밤새 백업 작업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 경로는 SQL Server 가 설치된 백업 폴더입니다. 

 

  

보보보 보보 보보보 보보보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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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지침 수행 활동 - PI AF 백업 관리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PI AF 백업 구성 검토 
• PI AF 백업의 기본 디렉터리 변경 
• PI AF 백업 실행 

방법 

Step 1. PISRV1 에서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Step 2. SQL Server 인스턴스 PISRV1 에 연결합니다. 

Step 3. 이것은 SQL Server Enterprise 에디션입니다. 따라서 백업은 SQL Server 에이전트를 
통해 작업으로 수행됩니다. 개체 탐색기에서 “SQL Server Agent”, “Jobs”를 차례로 
확장합니다. 

Step 4. “OSIsoft Backup (PIFD)” 작업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Step 5. General 탭에서 작업이 마지막으로 실행된 시간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 

Step 6. Steps 탭에서 “Backup” 단계를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Step 7. PIFD 백업의 출력 경로를 변경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F:\PIBackup\AF\에 
백업하려고 합니다. 

힌트: 명령의 끝 부분을 @outpath = N'F:\PIBackup\AF\'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Step 8. Job Properties 창을 닫습니다. 

Step 9. “OSIsoft Backup (PIFD)” 작업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Start Job at Step…”을 
선택합니다. 

Step 10. 백업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백업 파일이 올바른 디렉터리에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F$$PIFD.bak, AFmaster.bak 및 AFmsdb.bak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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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 System 보안 관리 

목표: 

• PI System 에서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 설명 
• 적용해야 하는 방화벽 규칙 설명 
• Windows 방화벽 사용 및 방화벽 규칙 생성 
• 인증 및 권한 부여의 차이점 설명 
• Data Archive 에서 보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 3 가지 보안 프로토콜인 PI Mappings, PI Trusts, Explicit login 설명 
• PI API 및 PI SDK 연결에 대한 가능한 보안 프로토콜 설명 
• PI 인터페이스 및 PI Buffer 에 대한 PI ID 생성 
• PI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구성합니다.  
• PI 포인트 보안을 구성합니다.  
• 2 개 이상의 트러스트 생성 
• 기존 인터페이스 연결에 대한 보안 강화 
• Windows 그룹에 대한 PI Mapping 을 생성하여 최소한의 필수 보안 제공  
• AF 서버에서 보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 Windows 그룹에 대한 AF 매핑을 생성하여 최소한의 필수 보안 제공 

5.1 PI System 보호 

PI System 의 컨텍스트에서 “보안”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PI System 데이터 및 서비스 보호 
• 개별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 액세스 제한 

PI System 보안은 기업 네트워크 보안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잘 구현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용자, 디렉터리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도메인 보안 
• 라우터 기반 방화벽을 포함하는 라우터 보안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정기적인 운영 체제 패치 
• 원격 당사자에 의한 제어된 액세스(VPN) 
 

PI System 내 보안은 사용자가 해당 Windows Active Directory 계정에 연결할 수 있을 때 최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PI Data Archive 및 PI Asset Framework가 기업 도메인 내에 있거나 
기업 도메인에서 신뢰하는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PI Data Archive 및 인터페이스는 안전한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기업 내 사용자에게만 허용된 
PI System 액세스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방화벽이 있는 라우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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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터페이스 노드는 격리된 프로세스 제어 네트워크에 배치됩니다.  방화벽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과 통신하는 기능은 통신 발생 시 사용하는 포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포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PI System 구성 요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브 및 
데이터 파일은 파일 검사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예외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5.1.1 보안 PI System 액세스 

보안 PI Data Archive 에 액세스하려면 연결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버를 보호하는 모든 방화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2. PI Mapping, PI Trust 또는 명시적 로그인 중 하나를 통해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3. PI ID 를 통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안 PI Asset Framework 에 액세스하려면 연결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버를 보호하는 모든 방화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2. AF 매핑을 통해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3. AF ID 를 통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고: AF 매핑은 PI AF 버전 2015 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권한 부여는 활성 디렉터리 사용자 
및 그룹에서 직접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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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2 PI System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를 설명합니다. 

1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포트는 통신의 끝점입니다. 운영 체제에서 수신 
데이터 패킷을 올바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PI System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경우 데이터는 특정 포트를 통해 전송됩니다. 
어떤 포트가 PI System 통신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방화벽은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5.2.1 지침 수행 활동 – PISRV1 을 수신하는 포트 조사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PI Data Archive 및 PI Asset Framework 에서 사용되는 포트 확인 

방법 

Step 1. PISRV1 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Step 2. netstat –b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활성 TCP 연결과 각 연결에 포함된 
실행 파일을 함께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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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응용 프로그램 “pinetmgr.exe”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PI Network 
Manager 입니다. 

이러한 연결에 사용되는 로컬 주소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inetmgr.exe 에 연결되는 일부 외부 주소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ep 4. 응용 프로그램 “AFService.exe”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PI AF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연결에 사용되는 로컬 주소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FService.exe 에 연결되는 일부 외부 주소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ep 5.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PI Data Archive 에서 어떤 포트가 사용됩니까? ______________ 

PI Asset Framework 에서 어떤 포트가 사용됩니까? ___________ 

PI Data Archive 및 PI Asset Framework 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포트가 
사용됩니까? ________________ 

5.2.2 PI System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를 나열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포트 시작 원하는 작업 

5450 모든 PI 클라이언트(예: PI Coresight, 
PI Processbook, PI DataLink) 

PI Data Archive 

5457 PI AFSDK 클라이언트(예: PI 
Coresight, PI Processbook, PI 
DataLink) 

PI Asset Framework 

5459 PI AF 클라이언트에 대한 PI SQL(예: 
PI WebParts, PI OLEDB Enterprise) 

PI Asse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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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PI Notifications 클라이언트(예: PI 
System Explorer, PI DataLink) 

PI Notifications 

5463 PI AFSDK 클라이언트(예: PI System 
Explorer) 

PI Analysis Service 

 

 

참고: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는 위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PI 
System 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Windows 서비스와도 통신해야 
합니다(예: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전체 포트 목록은 
https://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KB/KB01162.를 참조하십시오. 

5.2.3 지침 수행 활동 – PISRV1 에서 Window 방화벽 사용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Windows 방화벽 사용 

• PI System 통신에 필요한 방화벽 규칙 생성 

방법 

Step 1. PISRV1 의 PI Coresight 에서 “Pump Overview”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Step 2. PIINT1 에서 PI 메시지 로그를 실행합니다. 

힌트: PI ICU 를 실행하고 “View current PI Message Log continuously” 단추 를 
클릭합니다. 

Step 3. PISRV1 에서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Step 4. 모든 방화벽(도메인, 비공개 및 공개)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의 방화벽을 
모두 사용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a. Windows 방화벽 속성을 선택합니다. 

b. 방화벽 상태를 “On”으로 변경합니다. 인바운드 연결은 기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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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Pump Overview”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Step 6. 가설을 검증합니다. PIINT1 에서: 

a. PI 메시지 로그를 확인합니다. PI 인터페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합니까? 

b. Windows Powershell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c.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ew-object net.sockets.tcpclient PISRV1, 5450).connected 

Step 7. PISRV1 의 응용 프로그램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에서 “인바운드 
규칙”을 선택합니다. 

Step 8.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Step 9. TCP 포트 5450 을 통한 연결을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a. “규칙 종류” 창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b. “프로토콜 및 포트” 창에서 “TCP” 및 “특정 로컬 포트”를 선택하고 포트 번호 5450 을 
씁니다. 

c. “작업” 창에서 “연결 허용”을 선택합니다. 

d. “프로필” 창에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e. “이름” 창에 새 규칙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PI Data Archive – port 5450). 

Step 10. 규칙이 작동 중인지 검증합니다. PIINT1 에서: 

a. Windows Powershell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b.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ew-object net.sockets.tcpclient PISRV1, 5450).connected 

c. PI 메시지 로그를 확인합니다. PI 인터페이스가 다시 연결되었습니까? 
 

Step 11. “Pump Overview”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여 데이터 컬렉션이 다시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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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증 및 권한 부여 

2 장에서 PI 인터페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을 구성할 때 인증 및 권한 부여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PI System 의 컨텍스트에서: 

• 인증은 들어오는 연결을 PI Data Archive 또는 PI Asset Framework 에 연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권한 부여는 PI Data Archive 또는 PI Asset Framework 에 연결된 후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예: PI 포인트 생성, 자산 생성, 백업 
실행 등). 

이전에는 비슷하게 PI Data Archive(또는 PI Asset Framework)를 시설로 설정했습니다. 인증 
프로세스는 시설 입구에 있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경비원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입장을 허용하는 사람에게 출입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출입 카드가 권한 부여입니다. 이 사람에게 
시설의 특정 공간에 액세스할 권한이 제공됩니다. 

 

5.4 PI Data Archive 보안 

5.4.1 인증 

PI Data Archive 에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1. PI Mapping 

PI Mapping 은 Windows 통합 보안을 사용하여 PI Data Archive 에서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자는 Windows 계정을 통해 PI Data Archive 에 직접 연결됩니다. PI Mapping 은 
Windows 사용자 또는 그룹에게 PI ID 를 할당하여 PI Data Archive 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합니다. 

• PI System 관리자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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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Windows 계정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PI Mapping 사용에 대한 권장 전략은 PI Data Archive 에 필요한 각 인증 레벨에 대한 Windows 
그룹(예: 읽기 전용 사용자용 그룹 1 개, PI System 관리자용 그룹 1 개 등)을 생성하고 이러한 
각 그룹 중 하나에 고유한 PI ID 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PI Mapping은 PI System Management Tools의 Security > Mappings & Trusts > Mappings 탭에서 

New 단추 를 눌러 생성합니다. 그러면 Add New Mapping 창이 열립니다. 

 
PI Mapping 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I Data Archive 는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 연결 응용 프로그램은 PI Data Archive 와 같은 도메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에서 도메인 계정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연결 응용 프로그램은 PI SDK 버전 1.3.6 이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면 인증에 PI Trust 를 사용해야 합니다. 

2. PI Trust 

Windows 인증 보안을 사용하여 인증할 수 없는 경우 항상 PI Trust 가 사용됩니다. PI Trust 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연결할 때 PI SDK 가 아니라 PI API 를 사용하는 PI 인터페이스 

• 도메인 외부의 연결 

PI Trust 인증 방법은 연결 응용 프로그램의 연결 자격 증명을 PI Trust 에 저장된 자격 증명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격 증명이 일치하면 연결이 허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I Trust 는 PI System Management Tools 의 Security > Mappings & Trusts > Trusts 탭에서 
New… 단추 옆의 화살표를 누르고 고급 옵션을 선택하여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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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Add New Trust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 모든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PI Trust 는 2 개 이상의 트러스트 규칙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음을 입력해야 합니다. 

• IP 정보: 

네트워크 경로(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또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OR  

255.255.255.255 의 IP 주소 및 넷마스크 

• 응용 프로그램 정보 

응용 프로그램 이름. PI API 를 통해 연결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름 또는 procname 이라는 식별자를 보냅니다. 이 식별자는 맨 뒤에 E 가 
오는 5 자로 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PI Perfmon 인터페이스의 procname 은 
PIPeE 입니다. 

3. 명시적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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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인증 방법인 명시적 로그인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PI 사용자 및 암호를 사용하여 직접 PI Data Archive 에 
로그인합니다. 

 

5.4.2 권한 

PI Data Archive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세 가지 보안 개체는 PI ID, PI 사용자 및 PI 그룹입니다. 세 
가지 개체는 모두 PI Data Archive 에 대한 액세스 권한 집합을 나타냅니다. 

1. PI Identity 

PI Mapping 및 PI Trust 를 구성할 때 PI ID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I ID 와 연결된 암호가 
없으므로 명시적 로그인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PI 사용자 

PI Mapping 및 PI Trust 를 구성할 때 PI 사용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PI 사용자는 
암호와 연결되므로 명시적 로그인 인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 사용자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계속 지원되고 표준 기본 제공 계정인 piadmin 및 pidemo 가 계속 
제공됩니다. 

팁 

 

Piadmin 은 기본 god 사용자이며 보안을 위해 PI Mapping 또는 PI Trust 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PI 그룹 

PI Mapping 및 PI Trust 를 구성할 때 PI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PI 그룹이 PI 
사용자 계정을 함께 그룹화하고 같은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PI 
Mapping 을 통해 Windows 그룹을 PI ID 에 매핑하여 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PI 
그룹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계속 지원되고 표준 기본 제공 그룹인 piadmins 및 
piusers 가 계속 지원됩니다. 

 

참고: PIWorld ID 는 PI Data Archive 설치 중에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특수 PI ID 입니다. 이 ID 는 
기본적으로 PI Mapping 을 통해 PI Data Archive 에 연결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PIWorld ID 에는 모든 PI 포인트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습니다.  

PI World ID 에 의해 부여된 모든 PI 포인트에 대한 읽기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 PI World ID 를 
사용하지 않거나 (2) PI 포인트 권한에서 PI World ID 를 제거하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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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PI Data Archive 에 대한 액세스 권한 

지금까지 연결을 인증하는 방법(PI Mapping, PI Trust 또는 명시적 로그인 사용) 및 연결에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PI ID, PI 사용자 또는 PI 그룹)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부여받은 후 어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까? 

PI Data Archive 에는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PI 
포인트, 모듈, 아카이브 구성, 백업, 배치, 추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PI 리소스를 보안 개체라고 
합니다. 

각 보안 개체에 대해 어떤 PI ID(또는 PI 사용자/PI 그룹)가 읽기 및/또는 쓰기 액세스 권한을 
가지는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설정은 ACL(액세스 제어 목록)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 가지 PI ID 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읽기 전용 사용자” PI ID 는 PI Data Archive 의 조정 매개변수를 볼 수 있지만 편집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반면, “관리자” 및 “상위 레벨 사용자”는 조정 매개변수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매개변수에 대한 ACL 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CL 을 설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보안 테이블의 보안 개체 그룹에서(PI SMT > Security > Database Security) 

2. 개별 PI 포인트에서(Point Security 및 Data Security 특성) 

3. Module Database 의 개별 모듈에서 

  

보보보:A(r,w) | 보보 보보 보보보:A(r,w) | 보보 보보 보보보: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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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그룹 토론 - 기본 보안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활동 목표 

• 데이터베이스 보안 테이블의 기본 설정 살펴보기 
• PI 포인트의 기본 보안 설정 살펴보기 

방법 

강사는 수강생에게 몇 분 정도 답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준 다음 토론을 시작합니다. 

파트 1 – PI SMT 를 엽니다.  Security > Database Security로 이동합니다.   

1. DB 보안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개체에 대한 2 개의 기본 보안 설정은 무엇입니까? 

2. 일부 테이블의 경우 PIWorld 에 읽기 액세스 권한이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PI 인터페이스 및 PI Buffer Subsystem 에 필요한 액세스 권한은 무엇입니까? 

파트 2 – Point Builder(SMT > Points> Point Builder)에서 포인트 Sinusoid 에 대한 보안 설정을 
검사합니다.   

4. PI 포인트에 대한 기본 보안 설정은 무엇입니까? PI 포인트에 대한 기본 보안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5. Data Security 및 Point Security 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십시오. 

6. PI 인터페이스 및 PI Buffer Subsystem 에 필요한 액세스 권한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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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지침 수행 활동 – PI Interface for OPC DA 에 대한 보안 강화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PI 인터페이스 및 PI Buffer 에 대한 PI ID 생성 

• PI 인터페이스 노드에 대한 2 개 이상의 트러스트 생성 

문제 설명 

2 장에서 PI Interface for OPC DA 를 설치하고 구성했습니다. 이때 PI 인터페이스 노드에 대한 열린 
트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만 인증하도록 허용하고 PI Data Archive 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권한을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PI ID를 할당하여 보안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Knowledge Base 문서 KB0833 – PI Server 를 보호하기 위한 7 가지 모범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장 안전한 구성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프로세스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인터페이스 1. Database security > PIPOINT 테이블 

2. PI 포인트의 포인트 보안 

None 

버퍼 1. Database security > PIPOINT 테이블 

2. PI 포인트의 포인트 보안 

3. PI 포인트의 데이터 보안 

PI 포인트의 데이터 보안 

이 보안 구성을 구현합니다. 

 

파트 1 – PIINT1 에서 모든 연결 확인 

Step 1. PISRV1에서 PI SMT를 실행하고 Operation > Network Manager Statistics로 이동합니다. 

Step 2. PIINT1 에서 시작되는 모든 연결을 찾고 아래 테이블을 입력합니다. 힌트: 
PeerAddress 를 기준으로 연결을 정렬합니다. 

이름 PI SDK 또는 PI API 연결? 이 연결에 새로운 PI 
Mapping 또는 PI trust 가 
필요합니까? 

 

https://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KB/KB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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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1 – PI 인터페이스 및 PI Buffer Subsystem 에 대한 ID 생성 

Step 3. PISRV1 에서 PI SMT 를 실행합니다. Security > Identities, Users, & Groups 로 
이동합니다. 

Step 4. PI Identities 탭에서 “PIInterfaces”라는 새 PI ID 와 “PIBuffers”라는 또 다른 PI ID 를 
생성합니다. 

파트 2 – 새 PI ID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편집 

Step 5. Security > Database Security 로 이동합니다. 

Step 6. “PIPOINT”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합니다. 

Step 7. “PIInterfaces” ID 를 추가하고 읽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tep 8. “PIBuffers” ID 를 추가하고 읽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파트 3 – Pump PI 포인트에 대한 PI 포인트 보안 편집 

Step 9. PI Builder 를 사용하여 모든 Pump PI 포인트 구성을 Excel 에 로드합니다. PI 포인트를 
가져올 때 보안 특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Step 10. datasecurity 및 ptsecurity 열에서 ACL 을 편집합니다. 

a. “PIInterfaces”에는 ptsecurity 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b. “PIBuffers”에는 ptsecurity 에 대한 읽기 권한 및 datasecurity 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Step 11.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파트 4 – PI 인터페이스 및 apisnap 에 대한 2 개 이상의 트러스트 생성 

Step 12. PISRV1에서 PI SMT를 실행하고 Operation > Network Manager Statistics로 이동합니다. 

Step 13. opcpE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reate Trust”를 선택합니다. 

Step 14. “Add New Trust” 창에서 IP 정보는 이미 올바르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 
이름을 변경하고 ID “PIInterfaces”를 할당합니다. 

파트 5 – PI Buffer 에 대한 PI Mapping 생성 

Step 15. Security > Mappings & Trusts 로 이동합니다. 

Step 16. Mappings 탭에서 Windows 계정 “PIBufferServiceAccount”에 대한 새 PI Mapping 을 
생성합니다. 매핑에 PI ID “PIBuffers”를 할당합니다. 

Step 17. Trusts 탭에서 이전의 열린 트러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트러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파트 6 – 새 보안 구성 검증 

Step 18. PIINT1 에서 PI Buffer Subsystem 을 다시 시작합니다(PI 인터페이스도 다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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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9. PISRV1 의 PI SMT 에서 Operations > Network Manager Statistics 로 이동합니다. opcpE 
및 pibufss.exe 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Step 20. OPC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 중인지 확인합니다.  

팁 

 

항상 보안을 변경한 후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5.4.6 실습 – 사용자 보안 사용자 지정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Windows 사용자 및 그룹에 매핑되는 PI Identity를 생성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포인트 보안을 구성합니다. 

문제 설명 

많은 사용자가 PI System 에 액세스해야 하지만 모두 다른 PI 포인트에 대한 다른 레벨의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용자 역할을 기반으로 PI Data Archive 및 해당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도메인 그룹이 있습니다. 

1. 엔지니어 
2. 연산자 
3. 슈퍼바이저 

여러분은 다음 비즈니스 규칙을 시행하는 보안 구조를 작성해야 합니다. 

• OSIsoftPlant.Production 포인트는 민감한 계산이며 슈퍼바이저 그룹에게만 
표시되어야 합니다. 
 

• Mixing Tank 2에 대한 압력 센서가 고장나서 운영자가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 
중입니다. 따라서 운영자 그룹에는 PI 포인트 
OSIsoftPlant.PL2.MXTK2.Pressure의 데이터에 대한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 그룹은 모든 OSIsoft 플랜트 PI 포인트의 특성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볼 수 없는 OSIsoftPlant.Production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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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Step 1. 세 가지 도메인 그룹을 기본 PI ID인 PIEngineers, PIOperators, PISupervisors에 
매핑합니다. 
 

Step 2. 위의 규칙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PI 포인트 보안을 편집합니다. 
 

Step 3. 보안 규칙을 테스트하십시오.  PI SMT를 다른 사용자로 실행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작업 표시줄에서 PI SMT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un as different 
user”를 선택합니다. 

 
 
테스트에 다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계정 이름 소속 그룹 암호 

Charles 슈퍼바이저 student 
Homer 연산자 student 
Bertha 엔지니어 student 

 

1. Homer 로 로그온하고 OSIsoftPlant.Production 포인트를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Homer 로서 PI SMT > Data > Archive Editor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PI 포인트 
OSIsoftPlant.PL2.MXTK2.Pressure 에 씁니다. 제대로 작동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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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rtha 로 로그온합니다. PI 포인트 OSIsoftPlant.PL2.MXTK2.Pressure 에 데이터를 써 
보십시오. 제대로 작동합니까? 이제 OSIsoftPlant.PL2.MXTK2.Pressure 에 대한 압축을 
해제해 보십시오.  

3. Charles 로 로그온합니다. PI 포인트 OSIsoftPlant.Production 을 찾고 읽을 수 있습니까? 

5.4.7 "보안 슬라이더" 

PI Data Archive 에는 특정 유형의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PI SMT 의 
Security Settings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제어됩니다(Security > Security Settings).  

 

 
 

 

적절한 보안 환경에서는 슬라이더를 Explicit logins disabled(명시적 로그인 사용 안 함) 최저치로 
설정합니다.  piusers 및 pigroups 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팁 

 

"슬라이더"를 상위 레벨 보안까지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요즘 PI System 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API 트러스트를 비활성화하면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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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PI Asset Framework 보안 

5.5.1 인증 및 권한 부여 

PI AF 버전 2.7 이상은 PI Data Archive 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보안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인증을 위해 통합된 Windows 보안에 의존하지만, PI AF ID 및 매핑을 사용하여 PI AF 개체에 
대한 자체 권한 부여를 제공합니다. 

5.5.2 보안 계층 

PI AF ID 는 읽기, 쓰기, 삭제를 비롯한 PI AF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권한을 제어합니다. 각 PI AF 
개체(아래 그림에 표시)에는 관련 보안 설명자뿐만 아니라 유형(요소, 알림 등)도 포함됩니다. 같은 
유형의 각 개체는 한 컬렉션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컬렉션에는 액세스 권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안 설명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컬렉션의 보안 설명자는 전체 서버(연락처, ID, 매핑 등)에 대해 구성되며, 다른 컬렉션의 보안 
설명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요소, 이벤트 프레임, 알림 등)에 대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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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는 PI AF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어야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쓰기 권한과 개체 수정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5.5.3 권한 상속 

PI AF 개체 또는 컬렉션을 생성할 때 상위 요소에 설정된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기본 액세스 
권한이 할당됩니다. 하지만 상위 권한을 변경할 경우 다음 하위 권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하위 권한 수정 안 함 현재 개체 또는 컬렉션에 대해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PI AF 계층의 하위 컬렉션 및 개체로 
복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연결된 PI AF 서버가 2.5 이전 
버전에서 실행될 경우 기본값입니다. 

수정된 ID 에 대한 하위 권한 업데이트 Security Configuration 창의 Items to Configure 
목록에서 선택된 각 항목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수정된 Identities 목록에 있는 각 ID 의 
모든 하위 컬렉션 및 개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복제합니다. 이 옵션은 연결된 PI AF 
Server 가 2.6 이상 버전에서 실행될 경우 
기본값입니다. 이 옵션은 연결된 PI AF 
Server 가 2.5 이하 버전에서 실행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ID 에 대한 하위 권한을 대체 Security Configuration 창의 Items to Configure 
목록에서 선택된 각 항목에 대해 Identities 
목록의 모든 ID 에 대한 모든 하위 권한을 상위 
액세스 권한으로 바꿉니다. 

 

PI AF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 System Explorer 사용 설명서(2015 
버전)의 "PI AF 개체 보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icons.mysitemyway.com/wp-content/gallery/black-white-pearls-icons-culture/024263-black-white-pearl-icon-culture-book3-op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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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지침 수행 활동 – PI AF 보안  

 

여기에서는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PI AF 보안 관련 내용을 숙지합니다.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PI AF 보안을 수정합니다. 

문제 설명 

PI AF 경험을 극대화하려면 모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PI AF ID 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ID 에는 
Pump Assets 데이터베이스 읽기 권한과 요소 생성 및 수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 

Step 1. PI System Explorer 를 열고 화면 왼쪽 상단의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tep 2.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섹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보안을 선택합니다. 

 
Step 3. ID 섹션에서 일반 사용자의 새 ID 를 추가하고 RegularUsers Windows 그룹에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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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이제 PI AF 일반 사용자 ID 에 읽기 권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맨 위 섹션에서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읽기 및 데이터 읽기 액세스만 PI AF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하위 권한 Replace child permissions for all identities 를 선택하고 Apply 를 
클릭합니다. 

Step 5. 마지막 단계는 쓰기 권한을 요소 섹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PI AF 의 모든 개체에 
대한 쓰기 권한을 얻으려면 PI AF ID 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Step 6.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요소를 제외한 모든 구성할 항목을 
선택 해제하고, PI AF 일반 사용자에게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위 권한 모든 
ID 에 대한 하위 권한을 대체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Step 7. 이제 PI AF 보안 수정 내용이 적용되었는지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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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실습 –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Pump Asset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편집합니다. 

문제 설명 

Pump Asset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구성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한 Windows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 읽기 권한을 갖도록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Engineers Windows 그룹)는 템플릿을 제외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요소 및 분석을 생성 
및 수정할 액세스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슈퍼바이저(Supervisors Windows 그룹)는 펌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PI Notifications 를 생성해야 합니다. 

작업자(Operators Windows 그룹)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요소와 특성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방법 

Step 1. 가장 먼저 필요한 PI AF ID를 생성하고 해당 Windows 계정에 매핑합니다. 
Step 2. 다음 단계로 데이터베이스의 PI AF 보안을 수정하고 문제 설명에 정의된 보안 

정의를 준수합니다. 
Step 3. PI System Explorer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른 사용자로 실행을 

선택하여 PI AF 보안을 테스트합니다. 다음 사용자에 대해 가능한 작업: 
 

o PISCHOOL\Bertha(암호: student) 
 데이터베이스에 새 요소 생성:  예   아니요 
 모든 요소에 새 분석 생성:  예   아니요 
 펌프 템플릿 수정  예   아니요 

 
o PISCHOOL\Homer(암호: student) 

 요소 특성 및 값 보기:  예   아니요 
 요소 또는 템플릿 수정:  예   아니요 

 
o PISCHOOL\Charles(암호: student) 

 알림 액세스 및 생성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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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 System 모니터링 

목표: 

• 오래된 포인트와 불량 포인트를 찾습니다. 
• 인터페이스를 위한 상태 포인트를 만듭니다. 
• PI Ping 인터페이스와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 PI PerfMon 인터페이스와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 PI Notifications를 사용하여 PI System을 모니터링합니다.  
• PI System 모니터링을 위한 디스플레이와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6.1 모니터링 도구 

PI System 자체는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UniInt 
인터페이스에는 상태 태그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IT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특별 설계된 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PI System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I 
System 은 다음 PI 인터페이스와 함께 설치됩니다. 

1. PI Interface for Performance Monitor: Windows 성능 카운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성능 
카운터는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드라이버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Windows 성능 카운터는 PI System 외부에서 Windows 운영 체제에 포함된 “성능 모니터” 
응용 프로그램(perfmon.exe)을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PI Interface for Ping: 원격 시스템에 전송되는 ICMP 에코 메시지(“pings”)의 응답 
시간(밀리초)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TCP/IP 네트워크의 지연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이를 
통해 두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PI Interface for TCP Response: 웹 서버, 메일 서버 및 PI Server 를 비롯하여 TCP/IP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양한 필수 서비스의 가용성과 응답 시간을 측정합니다. 

4. PI Interface for SNMP: TCP/IP 네트워크에 있는 SNMP 사용 장치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반적으로 SNMP 를 지원하는 장치에는 라우터, 스위치, 서버, 워크스테이션, 프린터, 모뎀 
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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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룹 질문 –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합니까?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의 PI System 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을 채워 보십시오. 그림을 채우면 강사가 
정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힌트: 대부분은 성능 카운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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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독 실습 – 데이터를 수집하여 PI System 모니터링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실습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실습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PI Square 의 AF Community 라이브러리에서 자산 기반 예제 키트 사용 

• IT 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PI System 에서 상태 데이터 수집 

문제 설명 

PI System 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빠르게 시작해야 하는데, 새로운 PI System 관리자가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기고자가 OSIsoft 커뮤니티 웹 사이트 
pisquare.osisoft.com 의 AF 라이브러리에 IT Asset Monitor Toolkit 을 게시했습니다. 이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PI System 모니터링 데이터를 빠르게 배포합니다. 

방법 

Step 1 : 아래 PISquar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pisquare.osisoft.com/community/all-things-pi/af-library  
 
여기서 특정 산업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제 AF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산 기반 PI 예제 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IT Asset Monitor Toolkit 을 찾아 설명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Step 2 :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 지침”(17 페이지)으로 이동하고 지침에 따라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PI System(PISRV1 및 PIINT1)에서 PI Performance 
Monitor - Microsoft Windows: Machine 템플릿을 사용하여 두 컴퓨터에 대한 요소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예: 논리 디스크, 프로세서, PI System 구성 요소)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올바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위 요소를 생성해야 
합니다. 
 

Step 3 : 이전 그룹 질문에서 채운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 어떤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까? 

Step 6 : [보너스] AF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Step 7 : [보너스] 방금 만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PI Coresight 에서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https://pisquare.osisoft.com/welcome
https://pisquare.osisoft.com/community/all-things-pi/af-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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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I Notifications 를 사용한 PI System 모니터링 

PI Notifications 는 PI Server 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당사자에게 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조건은 PI 포인트에 
대한 참조, 테이블 조회 또는 일부 계산 형식과 함께 PI AF 특성 값에 기반을 둡니다. 이전 섹션에서 
확인한 것처럼 PI AF 구조는 PI System(및 더 큰 IT 인프라)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I Notifications 를 사용하여 PI System 을 모니터링하는 사전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동등한 우선순위 그룹으로 구분되거나 에스컬레이션 
절차를 거쳐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은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됩니다. 관련 당사자의 데스크톱에 알림을 보내는 데스크톱 알림 모니터도 
있습니다. 모든 알림에 있어 경고 내용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작업은 웹 링크를 통하거나 
알림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팁 

 

PI Notification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ouTube Learning Channel 또는 Building 
PI System Assets and Analytics in PI AF 강좌를 참조하십시오. 

6.5 오래된 포인트와 불량 포인트 

• 오래된 포인트: 사전 정의된 시간 동안에 값을 수신하지 못한 PI 포인트 

• 불량 포인트: System 디지털 상태 집합에서 값을 가져온 PI 포인트 "System" 디지털 상태 
집합은 시스템이 오류나 기타 고유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디지털 상태의 
모음입니다.  포인트에 이러한 값 중 하나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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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지침 수행 활동 – 오래된 포인트와 불량 포인트 

 

여기에서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여 이 장 또는 섹션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보게 됩니다.  강사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켜보거나 강사와 함께 동일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활동 목표 

• 오래된 포인트를 정의합니다. 
• 불량 포인트를 정의합니다. 
• 오래된 포인트와 불량 포인트를 찾습니다.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PI SMT 를 실행하고 Data > Stale and Bad Points 로 이동합니다. 

Step 2 : “Search” 단추 를 클릭하여 오래된 포인트(4시간부터 365일까지) 및 System 디지털 
상태의 모든 태그를 찾습니다. 

Step 3 : 이러한 포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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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I System 문제 해결 

7.1 메시지 로그 

첫 번째 문제 해결 단계는 항상 같습니다. 메시지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PI System 
소프트웨어는 메시지를 로그 파일에 씁니다. 따라서 어떤 로그 파일을 확인할지, 그리고 로그 
파일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1. PI 메시지 로그 

“SDK 로그”라고도 하며 PI SDK 에 기반을 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입니다. SDK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당 하나의 PI 메시지 로그가 있습니다. 로그는 PI Message 
Subsystem 에서 관리합니다. 

이 로그에 쓰는 응용 프로그램: 

•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 

• PI Notifications 

• PI 인터페이스(UniInt 버전 4.5.0.x 이상) 

• PI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이 로그에 액세스하는 방법: 

• PI Data Archive: PI SMT > Operations > Message Logs 

• PI-SDK 1.4.0 이상이 설치된 모든 컴퓨터: 

Step 1 : “PISDKUtility”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Step 2 : 왼쪽 창에서 Tools > Message Logs 를 선택합니다. 

Step 3 :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한 필터를 설정합니다(시작 시간, 심각도 등). 

Step 4 : “Get Message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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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인터페이스 노드: PI ICU > “View Current PI Message Log continuously” 단추를 

누릅니다.  

• 모든 컴퓨터에서 명령줄 유틸리티 pigetmsg.ex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Step 2 : 디렉터리를 pi\adm or pipc\adm 으로 변경합니다. 

Step 3 : pigetmsg –f 를 입력하여 계속해서 로그를 표시합니다. 

Step 4 : 더 많은 필터링 옵션을 보려면 pigetmsg –?를 입력합니다. 

2.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는 Windows 시스템의 중앙 집중식 로그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로그가 있습니다. 

• Windows 로그: 이러한 로그에는 운영 체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이벤트가 포함되며, 
이러한 이벤트는 응용 프로그램, 보안, 설정, 시스템 및 전달된 이벤트 범주로 
구분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 이러한 로그는 응용 프로그램에만 해당되고 각 응용 
프로그램이 자체 로그에 씁니다.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응용 프로그램 로그에 쓰며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래 전용 로그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 체제 레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른 Windows 로그(보안, 
시스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로그에 쓰는 응용 프로그램: 

• PI AF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PI Analysi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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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Data Archive 하위 시스템(가끔) 

이 로그에 액세스하는 방법: 

Step 1 : 응용 프로그램 “Event Viewer”를 실행합니다. 

Step 2 : Windows 응용 프로그램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Windows Log > 
Application 으로 이동합니다. “Source” 열을 확인하여 PI System 응용 
프로그램이 쓴 메시지를 찾습니다. Event Viewer 의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tep 3 :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Application and Services Logs 로 
이동하고 응용 프로그램 이름(예: AF)을 찾습니다. 

 

 
 

3. PIPC 로그 

이러한 로그는 오래된 PI API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됩니다.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이러한 로그에 액세스하면 됩니다. 

이 로그에 쓰는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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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Int 버전 2.5.0.x 미만이 포함된 PI 인터페이스 

• PI API 기반 응용 프로그램 

이 로그에 액세스하는 방법: 

• PI 인터페이스 노드: PI ICU > “View current pipc.log continuously” 단추를 누릅니다. 

 
• PIPC\dat\pipc.log 파일을 엽니다. 

 

 

7.2 답변 검색 위치 

오류 메시지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메시지를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1. 기술 지원 웹 사이트에서 해결 방법 검색(https://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 

이 해결 방법 검색은 제품 설명서, KB(Knowledge Base) 문서, PI Square 포럼 토론, 알려진 
문제 등의 모든 온라인 리소스를 탐색합니다. 

2. PI Live Library 검색(https://livelibrary.osisoft.com)  

이는 OSIsoft 설명서의 온라인 저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최신 관리 및 사용 
설명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3. PISquare 에서 커뮤니티에 질문(https://pisquare.osisoft.com) 

4. OSIsoft 기술 지원부서에 문의하십시오! (https://techsupport.osisoft.com/Contact-Us/)  

기술 지원부서에 문의할 때 항상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a.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설명 

b. 제품 및 버전 정보 

c. 관련 메시지 로그 복사본 

d. 관련 스크린샷 및 문제 재현 단계(가능할 경우) 

e. 이 사례의 긴급도 및 영향 

f. PI Server 일련 번호(PI SMT > Operation > Licensing > InstallatonID) 

  

https://techsupport.osisoft.com/Troubleshooting/
https://livelibrary.osisoft.com/
https://pisquare.osisoft.com/
https://techsupport.osisoft.com/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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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그룹 질문 – 문제 해결 전략 

 

다음 질문은 주요 정보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이 함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문제 해결에 사용할 문제 해결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1. PI 인터페이스의 모든 PI 포인트에 I/O 시간 초과 값이 있습니다. 

 

 

 

 

 

2. PI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중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몇 초 후 
중지됩니다. 

 

 

 

 

 

3. 사용자의 ProcessBook 화면에서 모든 PI 포인트에 “No Data”가 표시됩니다. 다른 사용자 
화면에는 데이터가 문제 없이 표시됩니다. 

 

 

 

 

 

4. 사용자가 PI DataLink 쿼리로 아카이브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20 분이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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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 실습 – PI System 구축 

 

이 실습은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단독 
또는 그룹 작업입니다.  강사가 지침을 전달하며 작업 중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실습 목표 

• PI System을 바르게 구성합니다. 
• 데이터 수집을 위해 PI Interface for OPC DA 설치 및 구성 
• PI System의 구성 및 상태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및/또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문제 설명 

Stark Industries 의 새로운 PI System 관리자입니다. OSIsoft 의 PI System 관리 교육에서 돌아온 지 몇 
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전 PI System 관리자가 실제로 작업을 문서화하지 않아서 PI System 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수행하기로 결정한 첫 작업은 PI System 의 현재 구성을 검토하고 OSIsoft 
모범 사례에 맞게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PI System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완료한 제조 부서의 책임자가 여러분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프로세스에 펌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책임자는 모든 펌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이므로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PI System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관리자에게 필수 작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작업은 PI System 상태를 모니터링할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방법 

Step 1 : PISRV1 에서 PI Data Archive 와 PI AF Server 가 바르게 설치되어 있고 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이트의 보안 및 PI System 백업 전략을 검토합니다. 

Step 2 : PIINT1 에서 PI Interface for OPC DA 를 설치하고 OPC 서버 
OPCSample.OpcDa20Server.1에서 펌프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2 장에서 간단히 설명한 PI 인터페이스 설치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귀사에서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Step 3 : PI System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 수집을 구성하고 PI Coresight, PI ProcessBook 
및/또는 PI DataLink 중 하나를 사용하여 직접 디스플레이 및/또는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창조력을 발휘하십시오. PI ProcessBook 및 PI DataLink 보고서를 생성할 
경우 작업을 저장하고 실제 PI System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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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질문:   

1. 펌프 데이터에 액세스할 제조 부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십시오. 

2. 이미 숙지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제품(PI ProcessBook, PI Datalink 및 PI Coresight)을 
사용하여 대시보드 또는 OPC 데이터를 생성하십시오. 

3. 호스트와 가상 머신에서 방화벽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PI System 포트를 열어 두십시오.  

4. 모든 펌프에 대한 예측 분석을 구성합니다. 결과를 아카이브하여 히스토리컬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합니다. 다음 등식을 사용하여 1 시간 후를 예측합니다. 

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 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𝑂𝑂𝐹𝐹(1ℎ 𝑖𝑖𝑖𝑖 𝑓𝑓𝑂𝑂𝑂𝑂𝑂𝑂𝑓𝑓𝐹𝐹) = 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 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𝑂𝑂𝐹𝐹(𝑖𝑖𝐹𝐹𝐹𝐹) ∗
𝑃𝑃𝑂𝑂𝑃𝑃𝑂𝑂𝑃𝑃𝑂𝑂𝐹𝐹𝐹𝐹𝑃𝑃(𝑖𝑖𝐹𝐹𝐹𝐹)
𝑃𝑃𝑂𝑂𝑃𝑃𝑂𝑂𝑃𝑃𝑂𝑂𝐹𝐹𝐹𝐹𝑃𝑃(1ℎ 𝐹𝐹𝑎𝑎𝐹𝐹) 

 

자산 기반 분석을 생성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도구는 사용자에게 매우 친숙하므로 시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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