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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HMI 시스템에서 HMI 장치와 함께 동작하는 HMI 로그램을 신하여, HMI 장치를 

신하여  사용자가 많아지는 Windows CE 랫폼의 임베디드 기기를 이용한 HMI 로그램을 구

하는데 목 이 있다. HMI 시스템은 산업의 발 에 따라 각 산업 장에서 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HMI 장치와 HMI 로그램이 함께 동작함으로서 HMI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

요로 한다. HMI 장치를 신하여 재 많이 보 되어 있는 Windows CE 랫폼 기반의 임베디드 기

기를 이용한다면 HMI 시스템 구성에 HMI 장치가 차지하는 비 이 낮아짐으로서 HMI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드는 비용을 여 HMI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있는 곳에서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다.

1. 서론

   재 제조업 분야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해결하고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한 높은 생산 수율을 

하여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그 에서

도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정을 사람이 아닌 기계

를 통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이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의 자동화를 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장비  부품들이 사

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부품  하나가 PLC이다[1].

   PLC란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약자로

서 로그래  될 수 있는 순차 논리에 의해 

ON/OFF 제어만이 수행되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로

서 지정된 제어 순서에 따라 기계를 제어할 수 있어 

공장 자동화에 필수 으로 사용되는 핵심장치이다. 

PLC를 사용하는 자동화 장비의 사용분야가 다양해

지고 그 요구되어지는 기능이 복잡해짐으로써 PLC

들로 구성된 자동화 장비를 리자가 효과 으로 제

어  감시하기 한 사용자용 인터페이스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동화 장비의 제어  감시를 한 사용자용 인

터페이스 장치를 MMI(Man Machine Interface)장치 

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장치라고 하는

데 기의 HMI는 반도체의 집 도가 재보다 상

으로 낮고 각종 장치들의 크기 한 디지털화가 

미비하여 장치의 크기가 크고, 이동성이나 설치도 

용이하지 못하 고 새로운 자동화장비를 한 HMI

장치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한다는 단 이 있

었다.

   최근에 반도체 집 도의 향상  설계기술의 발

달로 VLSI, SOC(System On Chip), 메모리 등의 가

격이 하락하고, LCD의 보 화가 이루어지면서 소형

화와 개발비용이 많이 감소하 으나 아직도 은 비

용은 아니다[2][3].

   HMI 시스템을 설치할 때 용 HMI 장비를 사

용하지 않고  보 화가 늘어나고 있는 

Windows CE 랫폼 기반의 임베디드 기기(PDA, 

네비게이션, SmartPhone 등)에 HMI 소 트웨어를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430

탑재하여 PLC를 제어  감시를 하면 기존의 HMI 

시스템에 비해 렴한 가격으로 HMI 시스템을 구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Windows 

CE 랫폼에서 수행되는 HMI 소 트웨어 연구하는 

것에 목 을 둔다[4][5].

2. 련연구

   HMI 시스템은 시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의 발생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용시키려하고 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는 생산시설의 생산과정을 다운타임 모니

터링하여 공장 가동의 효율을 높이고, 설비 휴지시간

을 여 생산성 향상을 하기 한 방법의 개발이다.

   두 번째는 HMI 기기의 무선 솔루션 개발이다. 

HMI 기기와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와의 통신  자동화 기기의 정보를 효

율 으로 얻기 해 무선랜, 외선 통신, Bluetooth

를 통한 무선 통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웹 솔루션으로 이를 통하여 원격지 감

시, 국 공장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설계, 리, 

기획, 품질 등의 부서에서도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하여 장의 데이터를 웹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

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6][7].

3. 제안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한 HMI 시스템은 PC 기반의 

Editor와 임베디드 기기 기반의 Loader로 구분되며, 

Editor에서는 Loader가 PLC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 할 화면 UI와 데이터 표 을 한 각각

의 설정을 한 후 Loader에 일  통신을 이용하

여 달하고, Loader에서는 Editor에서 작성한 화면 

UI를 Screen에 표시하고 통신 모듈(RS-232C)을 이

용하여 PLC 장비의 지정된 메모리 역에서 데이터

를 읽어와 Screen의 Tag에 표 한다[3].

(그림 1) HMI 시스템 구성

   

   Loader는 다양한 크기의 임베디드 기기에 사용

되므로 각 임베디드 기기에 따른 화면 설정과 통신 

방법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한다.

4. Editor

   Editor는 Loader에서 표 될 화면 UI 작성  표

 데이터의 설정을 하고, 설정된 데이터를 통신, 

일의 형태로 Loader에 달한다.

(그림 2) Editor 화면

4.1 데이터 

   PLC 장비의 데이터를 표 하기 해 Screen 

-Data와 Tag를 이용한다. ScreenData는 한 화면단

의 화면 구성을 의미한다.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ScreenData를 가지고 각 화면에 표시되는 각 Tag의 

정보와 화면의 설정이 장되게 된다.

   Tag는 PLC 장비의 데이터를 표 하는데 사용되

며, 표 하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나타내

기 해 숫자, 문자, 버튼, 램 , 라인그래 , 막 그

래 , 이미지, 모터의 형태로 표 되어 진다.

   각 ScreenData와 Tag의 구성 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데이터의 구조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431

   이미지는 PC에 비해 리소스가 부족한 임베디드 

기기를 하여 이미지 리자를 이용하여 하나의 이

미지를 여러 곳에 이용하여도 하나의 이미지만을 이

용하여 표 할 수 있게 하 다.

4.2 스크린 

   UI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Tag를 이용하

여 화면을 구성한다. (그림 4)는 GM6 개발 키트의 

구조에 맞추어 UI를 구성한 화면이다. 스크린은 통

신 모듈에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화면을 

갱신한다.

(그림 4) 스크린의 구성화면

4.3 속성 Dlg

   Screen  각 Tag의 상태값을 설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설정된 값은 Loader에 달되어 

Loader가 PLC의 값을 표 할 때 사용된다.

4.4 시뮬 이션

   Editor에서 제작된 화면 UI와 각 Tag를 Loader

에 달하기 에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작된 화면 

UI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 가동을 통해 각 Tag가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5. Loader

   Editor는 Loader에서 표 하는 UI 작성  표

하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UI와 데이

터는 Tag라는 클래스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진다.

(그림 5) Loader

5.1 PLC와 Loader간 통신

    임베디드 기기와 PLC 장비간의 통신은 RS- 

232C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Loader가 PLC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는, 각 PLC 장비마다 통신간의 특

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통신을 하고, Screen

의 Tag의 모든 값을 가장 빨리 갱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PLC의 데이터를 읽어온다. GM6의 

통신 로토콜을 <표 1>과 같다[8].

<표 1> Glofa GM6 통신 로토콜

헤더

Enq
국번 명령어

명령어

타입

구조화된

데이터

테일

EOT

임

체크

헤더

Ack
국번 명령어

명령어

타입

구조화된

데이터

테일

ETX

임

체크

헤더

Nak
국번 명령어

명령어

타입
에러코드

테일

ETX

임

체크

ENQ : Request 임의 시작코드 

ACK : ACK 응답 임의 시작 코드

NAK : NAK 응답 임의 시작코드

EOT : 요구용 임 마감 ASCII 코드

ETX : 응답용 임 마감 ASCII 코드

5.2 공용메모리

   통신모듈과 UI 모듈간의 데이터 교환은 공유메

모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각 PLC장비의 특성에 

맞추어 공유 메모리를 생성하고, PLC의 메모리 

근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메모리와 각 모듈과의 

데이터를 교환한다.

<표 2> Glofa GM6의 공용메모리의 구조

메모리 크기 근주소

Read Data (128Byte)
IW0.0.0

IB0.1.0

Write Data(128Byte)
QW0.0.0

QD0.1.1

Memory Data

(8KByte)

MW0000

MB0010

6. HMI 소 트웨어

   HMI 소 트웨어의 동작 과정은 PC부분과 임베

디드 기기 부분으로 나 며 Editor에서 화면 UI를 

설정하고(그림 4) 각 Tag의 속성들을 설정한 후 

일 장이나 통신을 이용하여 Loader 송 후 장

된 화면 UI를 불러온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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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UI를 불러온 Loader는 테스트 PLC 장비인 

Glofa GM6 개발 킷과 RS-232C 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PLC 장비의 메모리 역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Screen의 Tag에 용시키면 (그림 6)과 같

이 재 PLC 장비의 상태 값을 알아올 수 있다.

(그림 6) GM6 개발 킷과 HMI 소 트웨어가

수행된 임베디드 기기 연결

   HMI 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 그림과 같다.   

   

(그림 7)

7 . 결 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Windows CE 랫폼 기반의 임

베디드 기기를 이용한 HMI 시스템의 구축을 한 

HMI 로그램을 제안 하 다.

   이 HMI 로그램을 이용하여 HMI 시스템을 구

축할 때 Windows CE 랫폼의 임베디드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HMI 장비 구입에 한 비용을 

여 시스템의 구축에 드는 비용을 많이 약할 수 

있다.

   앞으로는 HMI 소 트웨어에서 PLC 장비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과 Ethernet, USB 등의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한 PLC 장비와의 통신, 임베디드 

기기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HMI 와 SCADA간

의 통신에 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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