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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정보는 

실시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생산과 물류의 글로벌화, 제품

개발 간격과 생산 Lead Time 단축, 주문 대응 신속성 요구, 품질규

정 준수 및 공정추적, 고객 및 파트너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이 증대됨에 따라 제조실행시스템인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와 기업 내의 기타 정보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강조된다.
1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실행시스템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공정이 상이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

는 정보도 다양하다.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와 작업자들로부

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조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모듈(Data Acquisition 

Module)을 포함하는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 MES와 

생산현장의 개별 시스템들과의 관계 및 종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모델은 MESA (Manufacturing Enterprise Solution 

Association) 와 ISA(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에서 제시

한 ANSI/ISA-95 모델이며 국제표준IEC/ISO 62264 로 채택되었

다. ISA-95모델을 기반으로 B2MML (Business to Manufacturing 

Markup Language)과 같은 연구를 통해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SOA 기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이의 관리를 

위한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은 작업지시부터 작업실적보고 사이의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여 데이터의 무결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인 MES에 제공하는 생산현장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되거나, MES와 별도로 생산현장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Fig. 1은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의 구조도이며 생산설비 및 

작업자로부터 생산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Data Acquisition 

Module,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는 Data Acquisition Service Module

로 구성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Data Acquisition Module은 다양한 생산 설비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PLC 기반 인터페이스,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

스, 작업자 Key-In에 의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H/W 

Communication Module 과 Operator Key-In Module로 구성된다. 

H/W Communication Module은 PLC 기반 인터페이스와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수집되는 설비 상태정보를 처리하며 

Operator Key-In Module은 작업자가 입력한 작업정보, 설비 상태

정보를 처리한다. 

Data Acquisition Service Module은 수집된 생산현장 정보를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Data Communication Service, 

Data Synchronization Service, Monitoring Service, Data 

Parser/Mapper로 구성된다. Data Communication Service는 생산현

장에 정보를 전달하고 생산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Data 

Acquisition Module과 통신을 수행한다. Data Synchronization 

Service는 Data Parser/Mapper를 이용하여 수집된 생산현장 정보

와 공정, 제품, 작업지시 정보와의 상호 매핑을 통하여 작업실적

정보로 가공하여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Monitoring Service는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설비부하

/상태, 설비별 가동실적, 설비상태/가동정보/가동률, 재공품 조

회, 작업실적 정보, 공정별 실적현황 등의 생산현황 정보에 대하

여 웹 기반의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다양한 생산설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데이터 파서(Data 

Parser)를 사용하여 처리된다. 설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Fig. 

2와 같은 데이터 패킷에 담겨 전송되며, 각각의 데이터는 특정 

구분자(Delimiter)와 조합되어 전송된다. 데이터 파서는 설비별

/Protocol 별로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정의하고, 특정 

구분자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해석/분해하여 데이터베

이스에 상태정보로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 패킷 원본도 저장한다. 

이때, 데이터 수집시각은 개별 HMI나 설비 시간이 부정확하므로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에서 설정된다. 패킷 데이터 원본은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고, 일정시간 이후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용량을 고려하여 백업 데이터 

형태로 저장된다. 전송되는 설비 데이터의 규약이 변경될 경우에

는 저장된 데이터 패킷 원본을 재분석하여 상태정보를 추출한다. 

데이터 파서를 통해 처리되는 정보는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

에서 제공되는 설비별 고유 데이터이며 비표준화된 포맷으로 

구성된다. 

 
Fig. 2 Data processing in Data 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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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설명 예

1차
현장

설비 제공 또는 
작업자 입력 정보

전압, RPM, On/Off, 온도, 습도,  
 알람, 작업자 입력

2차
현장

1차 정보를 가공해서 산
출되는 정보

가동시간, 비가동 시간, 양품 여
부, 불량 여부

3차
현장

1,2차 정보와 기준정보
와의 매핑을 통해서 산출
되는 정보

설비별 일일 생산제품 수,
일일 제품 생산량,
설비별 제품생산 평균시간

기준
정보 시스템의 기본 정보 작업자 정보, 제품 정보, 

공정 정보, 설비 정보

Table 1. Classification of Data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은 데이터 매퍼(Data Mapper)를 이용하

여 설비로부터 제공되는 설비가동 및 설비상태 정보(예: 온도, 

습도, 압력, 전압, 가공상태, On/Off, 알람 등)를 작업자/제품/설비/

공정 정보에 매핑하여 작업실적 정보 및 모니터링 정보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작업자의 설비 가동 총 시간, 생산 

제품 수, 불량품의 수, 특정 공정을 준비 중인 제품의 수(WIP, 

Work in Progress), 공정 전 대기시간, 준비시간, 공정 후 대기시간, 

설비별 일일 생산제품 수, 일일 제품 생산량, 설비별 제품생산 

평균시간 등은 이러한 변환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Table 1에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 내의 정보들을 분류하였다. 

정보는 생성 시점에 따라 1, 2, 3차 현장정보로 분류되며, 시스템 

기준정보는 상위 시스템인 MES, ERP 등에서 전달받거나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하다. 설비가

동 및 설비상태정보인 1차 현장정보는 Data Acquisition Module에

서 생산현장에서 수집되며 2차, 3차 현장 정보는 Data 

Synchronization Service에서 가공되어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에서는 PLC 기반 인터페이스,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 작업자 Key-in 인터페이스 등에서 

수집된 생산현장 정보가 1차 현장정보로 주 활용되며, 2차 현장정

보는 이들 정보의 가공으로 생성되며 재변환된 3차 현장정보는 

작업실적 정보로 관리자 및 MES에 제공되는 주 정보가 된다. 

3.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수

행하여 타 DBMS와의 호환이 가능하고 표준 SQL 기반의 프로그

래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향후 확장 및 타 시스템(MES, ERP)과의 연동이 용이하

도록 하였다.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Fig. 

3과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기준정보, 작업지시 정보, 작업

실적 정보로 구성된다. 시스템 기준정보는 상위 시스템인 MES나 

ERP에서 관리되는 정보이나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없는 제조업체 및 생산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유지한다.  

기준정보는 조직정보, 설비정보, 제품정보, 공정정보, 제품발

주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조직정보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 부서, 사용자, 부서구성원으로 구성된

다. 설비정보는 생산설비를 정의하고 설비에 대한 고장이력 및 

관리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 설비마스터, 설비그룹, 

장비이력, 고장이력으로 구성된다. 제품정보는 제품 구성정보

(product structure)를 포함하기 위하여 BOM 구조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트리(tree)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마스터, 부품마

스터로 구성된다. 공정정보는 기준 공정을 중심으로 variant 공정

을 생산현장에 맞게 수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마스터, 공정 

라우팅, 공정별 설비로 구성된다. 제품발주 정보는 고객이나 

파트너의 제품주문에 의해 생성되며 제품발주마스터 정보, 발주

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작업지시서로 분할 처리될 수 있다. 

작업지시 정보는 제품발주 정보로부터 생성되며 생산현장에 

전달되는 작업의 단위이며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은 Data 

Acquisition Module이 생산현장에 전달한다. 작업지시 정보는 

작업지시서, 작업지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Fig. 3 ER Diagram of System

작업실적 정보는 수집되는 생산현장 데이터를 Data 

Acquisition Module이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가공하여 생성한다. 작업실적 정보는 작업실적 마스터정보, 단위

작업실적 정보, 가동설비데이터 정보, 가동설비 상세데이터 정보

로 구성된다. 작업자 Key-In에 의한 인터페이스에서 수집된 데이

터는 내용에 따라 단위작업실적 정보, 가동설비 정보로 저장되며, 

PLC 기반 인터페이스 및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동설비 상세데이터에 1차 현장정보로 저장되고, 2차 

현장정보로 변환된 후 가동설비데이터 정보로 저장되고, 재변환

된 3차 현장정보는 단위작업실적 정보로 저장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산현장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설비정보 수집 시스템

을 소개하였다. 작업지시부터 작업실적보고 사이의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설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여 생산현장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상위 시스템인 

MES와 생산현장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지원하여 기존 MES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향후에는 생산설비 및 HMI를 

연결하여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하고 MES와의 연동을 통한 적용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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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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