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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형공장의 생산 일정 리에 있어서 실제 가공작업에 한 실 데이터의 집계는 매우 요하지만, 
이러한 작업상황을 기록하는 것에 해서 장 작업자는 비 조 이고 반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장에서는 작업자의 개입없이 CNC 장비의 컨트롤러와의 직 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신호를 추출하

고 자동으로 작업상황을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컨트롤러 메이커마다 
다르게 용해야 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의 PC 카메라를 장비
에 설치하여 가공상황에 한 동 상을 수집하고 상처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가공시간을 집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CNC 컨트롤러에 독립 으로 운용되며 렴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가공과 유인가공 상황에 시범 으로 용  운 함으로써 시스

템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 서론

형제작에서의 일정계획은 정해진 납기를 제약

조건으로 자원 활용을 최 화 할 수 있는 제조공정

의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 지만, 형제작 

공정의 복잡성과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정  재작업

과 같은 긴 을 요하는 돌발상황 때문에 주간 단

의 일정계획에 따라 제조공정을 수행하기가 실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 제조 장에 투입된 

형들에 한 개별 진척 상황을 반 하여 일간 단

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장 실 데이터를 반

하여 일정계획을 변경하면서 리하는 방법이 선호

되고 있다. 이러한 일간단 의 일정 리를 효율 으

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더 요한 것은 각 

제조공정의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측하고 실제 작

업시간을 수집하여 반 하는 것이다.

NC 데이터는 공구의 이동경로, 이송속도  회

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가공시간

(nominal machining time)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다. 그 지만 명목 가공시간은 CNC 가공장비의 가

감속 효과와 같은 기계 인 특성을 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공시간(actual machining time)

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자유곡면의 가공과 같이 가

감속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 실제 가공시간은 

명목 가공시간의 3배 이상이 되기도 한다[1].

지 까지 수행된 가공시간의 수집 방법은 부

분 NC 컨트롤러에 의존 이다. 즉, NC 컨틀롤러 메

이커가 제공하는 라이 러리를 이용하거나[2],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신호를 간에서 

취득하여 처리하는 방법[3] 등이 표 이다. 라이

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최신의 일부 CNC 장비에

서만 지원되고 있으며, 신호를 취득해서 처리하는 

방법 역시 비교  정확하다는 장 이 있으나 범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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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고 주변 환경에 따라 신호안정성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CNC 컨트롤러에 독립 이면서도 렴하게 시스

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즉, 제안된 방법

은 가의  PC 카메라를 CNC 가공장비에 설치하여 

가공상황을 동 상으로 수집하고 상처리 단계를 

거쳐서 가공시간을 집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시스템으로 구 하여 실무에 시범 

용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계

를 살펴보았다.

상처리 단계에서 가공설비의 움직임과 작업자

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이를 설비의 유휴상태라 정의하 다. 하루 

24시간에서 설비의 유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은 실제 가공시간과 작업자의 가공 비 시간이 되

며, 실제 가공시간은 개별 NC 일의 가공시간의 

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심을 갖고 수집하고

자 하는 정보는 개별 NC 일의 가공시간과 설비의 

유휴시간이다.

2. NC 가공 환경  가공 상태 정의

2.1 실험 환경  가공상태(machining state) 정의

   상 가공 설비는 Makino사의 GF8 모델로써, 공

구 매거진에 최  20개의 공구를 장착하고 자동 공

구교환 장치(ATC: automatic tool changer)를 이용

하여 공구를 교환할 수 있다. 주요 가공물은 자동차 

램 용 즈와 반사경 형으로써, 직경 1～63미리

의 공구를 사용한다. 평균 으로 셋업 1시간, 가공 

20시간 (10개의 공구로 15개의 NC 일 가공 기 ), 

작업물 해체  청소에 2시간 정도 소요된다. PC 카

메라는 주축과 테이블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치에 설치하고, pan, tilt, zoom 기능은 사

용하지 않는다. 이 고정된 상을 WMV 

(windows media video) 포맷으로 장하고, 오 라

인에서 분석한다.

   NC 가공에서의 가공상태는 <표 1>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으며, 음  처리된 “유휴”와 “가공” 상태의 

시간을 집계 한다. “셋업”의 세부 상태인 1.1과 1.2

는 각각 보통 50분, 3분정도 소요되고, 1.3은 NC 

송시작 명령만 컨트롤러에 지령하면 된다. “가공”은 

하나의 NC 일(첫번째 NC 블록에서 마지막 블록

까지)의 수행시간을 의미하며, 2.3은 보통 3분정도 

소요되나 공구 비가 안되는 등의 이유로 유휴상태

로 이될 수 있다. “공구 교환”은 공구를 교환하고, 

약 100 간 워 업을 수행한 후, 공구장을 보정하여 

“가공” 상태로 연결된다. 작업자가 직  수행하거나 

ATC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통은 3분이내에 완료된

다. 체 NC 일의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물을 해

체하여 이동하고, 테이블 청소를 수행하는데 각각 

25분과 30분～2시간 정도 소요된다.

<표 1> 가공 상태 정의

State 세부 상태

유휴
0.  설비와 작업자 모두 유휴 상태로써, 작업자의 조

치가 필요한 상태

셋업

1.1 피삭재 이동  테이블에 장착, XY축 설정

1.2 공구장착, Z축 설정

1.3 가공 시작

가공

2.1 작업자 개입 없이 가공

2.2 운  작업자 개입: 칩제거, 삭유 분사 치 조

, 가공확인 등

2.3 설비를 정지하여 작업자 개입: 공구 혹은  검사 

 교환

공구 

교환

3.  하나의 NC 일이 완료되고 다음 NC 일 가공

을 한 교환

가공 

완료

4.1 가공물 해체  이동

4.2 테이블 청소

2.2 카메라 사양  장비 교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C 카메라는 삼성 

MPC-C10 모델로서 0.25인치 즈, CCD 타입, 동

상 최  640X480 해상도, 픽셀당 24비트 컬러, 최

조도는 6 lux, 당 15 임의 송속도를 지원한

다. 실제로는 장데이터 크기를 고려하여 320X240, 

24비트 컬러, 당 5 임으로 동 상을 장한다 

(시간 당 약 100MB 소요). (그림 1)은  조건에서 

조도에 따른 신호  잡음 비율(SNR: signal to 

noise ratio)을 나타낸 것으로 10 Lux 이상에서 안정

으로 신호를 취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조도에 따른 신호 잡음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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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변화 별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공시간집계

   상의 변화를 별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지라인(edge-line) 알고리즘”[4]과 두 임의 

화소의 차이를 비교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통계량을 이용한다[5]. f(x, y)와 F(x, y)를 두 

임의 화소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가정하면, 

PSN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2)

   에지라인 알고리즘은 물체가 움직이면 에지의 

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두 임의 차를 나타내는 

상에서 에지가 그 로 나타나고, 이것은 선분으로 

표 된다는 에 착안하 다. 즉,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1) 두 임의 상을 공간 평균 필터

(spatial averaging filter)를 통해 잡음을 1차 제거, 

2) 소벨 기법(Sobel operation)[5,6]을 이용해 각 

임에서의 에지 계산, 3) 간값(128)을 기 으로 0

과 255의 이진값으로 상 변화, 4) 두 상의 차로 

실제 움직인 역의 에지만을 추출, 5) 추출된 에지

를 인  8 (8-neighborhood) 계에 의해서 2차  

노이즈를 제거, 6) 허  변환 (Hough transform) 

[5,6]을 이용하여 에지에 포함된 의 개수 최 치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변화 여부를 별한다.

(그림 2) 에지라인 알고리즘

본 연구의 에지라인 알고리즘에서는 에지에 포

함된 의 개수가 30 이상이고, PSNR 값이 35이하

이면 상이 변화한 것으로 단한다. (그림 3)은 에

지라인 알고리즘에 의해 상변화를 별한 제로

써, 두 임의 차이에 나타난 에지를 선분으로 표

한 것이다.

 

(a) 테이블 이송(220pts)     (b) 테이블 정지(4pts)

(그림 3) 테이블 이송 별 결과(에지라인 알고리즘)

4. 용 사례

   3장의 상변화 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테이

블이 “이동 ”인지 “정지 ”인지를 별하고, 순간

인 노이즈를 고려하여 3 미만의 상태는 무시한다. 

이동 인 상태들의 시작시간과 완료시간을 로그

일에 기록하고, 상 재생을 통해 집계한 결과와 비

교 분석하여 유효성을 검증한다.

4.1 ATC를 이용한 무인가공에서의 가공시간 집계

<표 2>는 19시간 44분간 촬 한 동 상에서 야

간 무인가공을 시작한 7:09:42 지 부터 19:31:25까

지의 상을 분석한 결과로써, 표시된 시간은 동

상 시간으로 19:00:00은 아침 8시경이다. 실제 가공

을 수행한 3번, 4번, 6번, 8번 NC 일의 가공시간

은 상 재생을 통해 살펴본 실제 가공시간과 비교

할 때, 20  이하의 오차를 나타냈다. 여기서 공구를 

교환할 때마다 100  정도의 워 업 과정과 공구장 

보정을 한  4 간의 정지 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NC 일의 시작과 끝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이번 제에서는 “이동 ”인 상황을 “정지 ”인 

상황으로 오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정지 인 상

황을 이동 인 상황으로 오 하는 경우는 9～17번

에 나타났다. 특히 15번과 같이 29  동안 “이동 

”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명된 상은 재생에

서도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 다.

4.2 작업자 개입이 가능한 유인가공에서의 집계

<표 3>은 주간 4시간 동안 유인가공을 수행한 

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a)는 동 상을 재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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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인가공에서의 가공시간 집계 결과

(a) 실제 가공상황

시작시간 종료시간 소요시간 세부업무

0:00:00 0:56:11 0:56:11 가공

0:56:11 1:00:00 0:03:49 청소

1:00:00 1:27:59 0:27:59 XY축 재설정

1:28:17 1:29:35 0:01:18 공구교환

1:31:20 1:45:10 0:13:50 가공

1:45:10 1:45:45 0:00:35 확인

1:46:22 3:05:25 1:19:03 가공

3:05:25 3:13:25 0:08:00 공구/셋업확인

3:14:47 3:16:55 0:02:08 공구교환

3:17:30 3:50:54 0:33:24 가공

3:50:54 3:54:41 0:03:47 청소

3:54:41 3:55:48 0:01:07 공구교환

3:57:54 3:59:22 0:01:28 가공

(b) 알고리즘 용 결과

시작시간 종료시간 소요시간 유휴시간

0:00:02 1:27:15 1:27:13

1:27:22 1:27:59 0:00:37 0:00:07

1:28:17 1:29:35 0:01:18 0:00:18

1:29:43 3:13:37 1:43:54 0:00:08

3:13:54 3:14:06 0:00:12 0:00:17

3:14:46 3:16:33 0:01:47 0:00:40

3:16:39 3:26:42 0:10:03 0:00:06

3:26:46 3:56:42 0:29:56 0:00:04

3:57:35 3:59:22 0:01:47 0:00:53

실제 가공시간을 정리한 것이고, (b)는 가공시간 집

계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이다. 하나의 NC 일을 

가공한 다음, 청소, 공구 마모상태  셋업 상태 확

인, 공구 교환 등의 이유로 작업자가 움직이는 모습

을 “가공 ”으로 오 하 다. 따라서 작업자의 개

입이 잦은 유인가공에서는 별도의 특화된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

<표 2> 무인가공에서의 가공시간 집계결과

순
번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소요
시간

유휴
시간

비고

[1] 7:09:42 7:09:59 0:00:17 공구교환

[2] 7:10:19 7:10:51 0:00:32 0:00:20 공구장 보정

[3] 7:10:56 7:49:21 0:38:25 0:00:05 첫번째 일 가공

[4] 7:51:16 11:55:19 4:04:03 0:01:55 두번째 가공 + 공구교환

[5] 11:57:07 11:57:41 0:00:34 0:01:48 공구장보정 (108  워 업)

[6] 11:57:45 14:29:43 2:31:58 0:00:04 세번째 가공 + 공구교환

[7] 14:31:31 14:32:04 0:00:33 0:01:48 공구장 보정(108  워 업)

[8] 14:32:08 17:04:06 2:31:58 0:00:04 네번째 일 가공

[9] 17:05:22 17:05:26 0:00:04 별 오류

[10] 17:35:41 17:35:45 0:00:04 별 오류

[11] 17:54:44 17:54:48 0:00:04 별 오류

[12] 17:55:14 17:55:18 0:00:04 별 오류

[13] 19:16:51 19:16:56 0:00:05 별 오류

[14] 19:17:05 19:17:12 0:00:07 별 오류

[15] 19:18:34 19:19:03 0:00:29 별 오류

[16] 19:28:45 19:28:53 0:00:08 별 오류

[17] 19:30:47 19:30:51 0:00:04 별 오류

[18] 19:31:02 19:31:25 0:00:23 작업자 출

5. 결론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상변화 별기법을 이용한 가

공시간 집계 방법을 제안하고, 무인가공과 작업자의 

개입이 있는 가공 상황에서의 용 범 를 보여주었

다. 짧은 시간동안 가공 을 정지 으로 별하거

나, 정지 을 가공 으로 별한 경우가 일부 있

었다. 그 지만 무인가공에서는 체 인 가공 이력

을 요약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 이었다. 한편, 사

용자의 개입이 잦은 유인가공에서는 조명의 변화나 

작업자의 잦은 출 으로 인하여 상변화 기법은 부

합한 것으로 명되었다. 테이블과 주축을 두 개

의 운동개체(moving object)로 정의하고, 이를 추출 

 추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법[7]과 음향정보

를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추

가 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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