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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시스템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성

하고 있는 공정이 상이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도 다양하

다. 각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와 작업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산설비와 인터페

이스를 통해 설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생산현장에 있는 설비의 

상황에 중점을 두어 생산현장의 현황파악, 작업의 계획 및 수행, 
품질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활발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실행시스템은 제조시스템의 다양한 

공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고려

되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이 저조하고 실시간성이 떨어

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조시스템

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산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설비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 설비 인터페이스 및 정보수집 

생산 현장과의 정보차이, 작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수집의 

한계와 생산현장의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필요한 제조실행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생산설비와 

공정특성에 따른 필요정보 및 적합성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시스템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가 감소된다. 특히 설비 인터페이스

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로 작업자의 key-in 방식에 

의한 데이터 수집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

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 수집의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생산설비로부터 효율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Fig. 1 Configuration of Interface Module

 설비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방법으로 

Fig. 1에 나타낸 것 같이 작업자의 key-in에 의한 인터페이스 

방법,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 방법, PLC 기반 인터페이스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출할 수 없는 생산현장의 정보

는 작업자의 입력에 의해 정보를 추출한다. 작업자에 의한 공정정

보 입력은 특정 공정이나 장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전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편리성

을 고려한 입력도구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Smart Terminal을 사용하였으며, 작업자

가 입력의 오류없이 생산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HMI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Process flow of inputting information by operator' key-in 

작업자 key-in에 의한 정보입력은 공정에서 실제 작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정 전 정보 입력과 순 가공정보, 가공 후 

정보 입력으로 구분된다. 작업자는 바코드와 같은 입력도구를 

이용하여 각 공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부품을 scan 하고 공정 

시작할 때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각 공정의 대기시간, 가공 시작시

간 및 종료시간 등이 서버로 입력되며,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는 

관리자 혹은 상위에 현재 가공 공정에 있는 재공품의 종류, 각 

공정에서의 체류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게 된다. 

Table 1 Available sensor type for interface module
Sensor Type Description

Temperature Sensor

 Thermostat
PT 1000Ω
Thermo Couple
Infrared Sensor
IC Temperature Sensor
Diode

Hall Sensor Magnetic Sensor

Optic Sensor
Photo Interrupter
Photo TR
Photo Diode

Voltage Sensor Voltage measurement as needed
Current Sensor Current measurement as needed

Flow Rate Sensor Output type of the specified Sensor
Humidity Sensor Semiconducto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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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CNC)와 같은 제어기가 없는 범용설비의 상태정보인 

온도, 전압, 진동, 열 등을 수집하기 위해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

스 모듈을 개발하였다.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사용

한 가능한 센서들은 Table 1과 같으며, 각종 센서들은 I/O 모듈과 

연결되고 각 인터페이스 모듈은 RS485 통신을 통해 DAS client에 

수집된 상태정보를 보낸다. 
인터페이스 모듈은 기본적으로 5개의 온도와 2개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으며, 외장 센서를 통해 최대 256개까지 센서를 

확장할 수 있어 설비 상태정보 수집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DAS client는 RS485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인터페이스 모듈과 

연결되고, 1대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1대의 설비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DAS client의 안정을 위해 4대의 설비와 연결하여 

설비의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특정 프로토콜에 의해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packet화 되어 전송

된다. 통신 상호 프로토콜은 전송바이트와 대상 인터페이스 모듈 

식별 바이트 및 데이터, 전송종료, 체크섬 바이트 구성되어 인터

페이스 모듈에 데이터를 request 한다. 인터페이스 모듈은 전송시

작 바이트와 ID, 데이터 6바이트, 종료 바이트, 체크섬을 packet 
화하여 response한다. Fig.3에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 모듈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Fig. 3 Configuration of Sensor-based Interface Module

제조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작기계는 CNC에 의해 

제어되고 제어된 정보가 CNC에 나타나게 된다. 제어 및 모니터링 

신호는 공작기계의 PMC(Programmable Machine Controller)를 통

해 공작기계의 구동부를 제어하게 된다. PLC 기반 인터페이스 

방법은 공작기계의 PMC에 PLC와의 접점연결을 통해 공작기계

와 같은 설비의 상태신호를 PLC로 받게 된다. PLC에 연결된 

상태신호는 상태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HMI를 통해 설비의 상태

를 감시하게 된다. Fig. 4에 smart link를 통한 PLC와 PMC의 

연결 방법을 나타내었다.
PLC를 이용한 방법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만큼 PMC의 I/O와 

연결하여 설비의 상태를 수집한다. PLC는 A/D Convertor를 이용

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HMI가 

탑재되어 있는 DAS client에서 분해되어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자

에게 설비의 상태를 출력한다. 
CNC 공작기계의 설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H사의 선반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모듈을 구성하였다. Fig. 4에 나타낸 smart 
link(D/I)와 연결 가능한 CNC 설비의 출력접점은 매우 다양하다. 
CNC 장비의 접점은 각각의 영역을 구분되어 설비의 상태가 

변화될 때마다 PLC에 연결된 접점신호가 변화된다. 여기에서는 

공작기계의 전원 on/off 유/무, 가공 중, 대기 중, 알람 등과 알람의 

한 종류인 베드면 윤활유 부족 알람을 출력하도록 결선하였다. 
PLC 인터페이스에 의한 설비정보 수집에 대한 방법은 PLC의 

성능에 따라 여러 대의 설비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Fig. 4 PLC links PMC(CNC) using smart link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비정보 수집방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들은 MES 서버에 전송되어 설비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에 의해 관리되고, 저장된 정보는 각 기능에 맞게 제작된 비즈니스

룰에 의해 가공되어 별도의 HMI를 통해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 
Packet 단위로 올라온 데이터는 data parser를 두어 추후 수집정보

의 확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의 다른 시스템과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기반의 service 호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생산 및 공정정

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산현장에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으며, 설비의 상태정보를 자동

적으로 추출할 수 없는 설비들의 직접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확한 

설비의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자 key-in에 

의한 입력, 센서 기반의 인터페이스 모듈, PLC 연결을 통한 CNC 
장비의 상태정보 추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테스트를 실시하였

다. 제안된 데이터 수집방법을 통해 생산현장과 관리데이터의 

차이 감소, 현장 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통한 생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의 행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실제 

전체공정에 적용하여 설비 인터페이스를 통한 설비지원시스템

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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