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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산업공장 내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하여 작업에 한 지시를 효율 으로 이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모든 공장에서는 자동화와 더불어 안 하고 생산성 높은 시스템을 추구한

다. 하지만 부분의 공장에서는 작업공정이 비체계 이며,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조

공장의 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많은 제품이 동시 다발 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기 생산

과 완성도 높은 제품을 한 작업 제어 리가 필요한 시 으로 작업에 련된 데이터를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작업공정 체를 시스템으로 포착하여 각 설비(요
소)의 안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 처리 결과를 입력하여 제어할 수 있는 

ATmega보드를 모듈화 해야한다. 본 논문은 입력장치 모듈과 ATmega128, WIFI 모듈을 목하여 작업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작업공정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로 인하여  제조 공장 

생산업무의 작업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1. 서론

 제조공장의 다수 장비들은 기존의 수동 설비에서 자동

화 시스템이 목된 설비로 환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자동화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여 의 설비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공정정보시스템들은 무차

별 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스템 재구축이나 확장에 따

른 추가 인 비용이 수반된다[1].

 업무 데이터 수집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업무 

악에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도출까지는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고 정보의 정확성에 한 문제

도 발생한다. 그리고 컨설  업체를 통하여 일회 으로 

로세스 개선을 하더라도, 변하는 시장 환경에 의해 차

후에  다른 문제 이 발생한다면 매번 이와 같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기존

의 개선 업무는 시간과 비용  시장 환경의 제약으로 인

해 지엽 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2].

 본 연구에서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입력의 문

제 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해, ATmega128을 이용한 효

율 인 작업공정 처리결과 입력장치 시스템을 제안한다.

 입력장치 리 모듈을 개발할 경우 재 공정을 진행하

고 있는 치에서 작업공정 데이터를 입력/수정할 수 있

으며, 작업공정 입력장치 리 모듈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경우 향후 완제품  공정 황의 데이터를 용이하게 입

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리기술은 공정 황에 있어 

일간, 주간, 월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DB화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입력장치는 기계(MCT(머시닝센

터), CNC선반) 등에서 입력자( 리자 는 작업자)가 PC

가 있는 치로 이동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닌 작업하고 

있는 기계 근처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2. 련기술

2-1. ATmega128

  ATmega128은 고성능  력의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이다. 진보된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구조를 사용하여 16MHz에서 평균 으로 

16MIPS의 명령 처리 속도를 가진다. 133개의 명령세트를 

가지며, 부분이 1사이클에 실행된다. 한 32개의 범용 

작업 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ATmega128은 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

스하기 한 버스를 독립 으로 사용하는 하버드 구조와 

이 라인 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RISC기술을 용

하여 매우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한 이를 래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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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목시켜 칩 내에 로그램 코드용 래시 메모리를 

내장하고 사용자 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ISP(In-System Programming)방을 사용한다[4].

그림 1. ATmega128 회로도

2-2. UML 개요

  Unified Modelling Language의 약자인 UML은 모델링 

언어로서 S/W 분석  설계뿐만 아니라 모델링의 표 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용이 가능하다. UML은 네 가지의 

언어  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UML은 가시화 

언어로서 여러 요소들을 그래픽 심벌로 표 하며, 각 심벌

들은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로 UML은 분석, 설

계, 구 에서의 모든 요한 결정에 한 명세서를 취 할 

수 있는 명세화 언어이다. 셋째로 UML은 시스템 구조와 

그것의 모든 상세 내역에 한 문서화를 다루며, 요구사항

을 표 하고 시스템을 시험하는 언어도 제공하는 문서화 

언어이다. 마지막으로 UML은 언어에서 로그래  코드

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 된 코드로부터 UML 모

델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 역공학도 구축 가능한 언어이

다[5].

3. 시스템 설계  구

본 논문에서의 ATmega128을 이용한 효율 인 작업공

정 처리결과 입력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요소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ystem 구성도

 ATmega128을 이용한 효율 인 작업공정 처리결과 입

력 시스템의 Data 흐름  System Process를 간략하게 

설명 한 System Flow Chart는 그림 3과 같다. 

ATmega128을 활용한 입력 시스템은 인터럽트 서비스

와 WIFI 송으로 분류가 된다. 인터럽트 서비스는 시

스템 시작과 동시에 Thread  PINC를 기화  데이

터를 받을 비를 하며, WiFi 송  FND Display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포트설정, 

WiFi 포트 설정을 통하여 값을 송  사용자가 입력

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System Flow Chart

3-1. 요구사항 분석

 ATmega128을 이용한 효율 인 작업공정 처리결과 입

력 로세스 시스템 서비스와 련하여 사용자, 리자간의 

로세스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작업자의 요구사항 분석

은 표 1과 같다.

표 1 요구사항 분석

작업공정 리 서비스

작업공정  작업정보 입력

작업정보 목록

상 작업정보 입력

실제 작업공정 서비스

실제 작업 Machine 정보 입력

작업 완료 개수 입력

불량 제품 개수 입력

3-2. UML 설계

 요구사항 분석에 의해 Actor는 사용자, 리자, DB 

Server로 분류하 으며, 사용자 Use Case는 작업공정 완

료 개수, 작업공정 불량 개수, 사용자 인증 등이며 리자

의 Use Case는 공정 목표치 설정, 사용자 권한설정, 

Target Display 설정, 개별  정보 설정, 공정 Data 

확인 등이며 요구사항 분석은 그림 4와 같다. 

User, Admin Sequence Diagram으로 사용자가 Data를 

입력시 ATmega128을 통하여 Server에 송 후 DB에 

장하며, 리자는 데이터 확인  출력 Display 설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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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권한 설정, 일일 생산계획을 확인  입력 할 수 있

으며 Sequence Diagram 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4. Use Case Diagram

그림 5. Sequence diagram

3-3. 시스템 구

  입력모듈 시스템을 구성한 하드웨어는 ATmega128 과 

RS232 통신으로 컨트롤 되는 WiFi 모듈 그리고 가상화한 

16버튼 모듈로 나뉘어진다. 

 개발된 시스템에서 16버튼 모듈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

조장비들로부터 시그 을 입력할 수 있는 모듈이며, 10 

pin connector port로 구성된 ATmega128 개발보드를 통

하여 다양한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한 WiFi 통신 모듈을 RS232 통신을 통하여 제어 가능

한 모듈을 선택함으로서 시스템이 필요한 환경에 맞추어 

다른 통신모듈로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구분하 으며  

WiFi 외에 유선통신이나 socket에 의한 속  제어가 

가능한 모든 모듈을 가용 가능하며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하드웨어 구성

 ATmega128을 이용한 효율 인 작업공정 처리결과 입력

장치 시스템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ISR, Interrupt 

Service Routine) 설정 로그램이며, 인터럽트 서비스 루

틴은 ATmega128에 내장되어 있는 TIMER0_OVR_vect

(타이머 0 오버 로) 인터럽트 서비스루틴타이머를 활용하

여 주기 으로 데이터를 기화 하도록 하 으며 소스 코

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인터럽트 서비스 설정 로그램

 RS232 통신 설정 로그램으로서 ATmega128 보드와 

WiFi 모듈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설정으로서 

각 의미는 비트/ , 데이터 비트, 패리티, 정지 비트, 흐름 

제어를 설정한다. 사용된 WiFi 모듈에 따라서 요구되는 

Baud Rate는 변경 가능며 RS232 통신 설정 로그램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RS232 통신 설정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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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모듈 출력 로그램으로서 ATmega128과 WiFi 모

듈 사이에 char를 통한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한 이를 

통하여 WiFi 모듈의 설정을 변경가능하게 함으로서 자체 

시스템 내에서 직 으로 WiFi 모듈에 한 설정 제어를 

가능하게 구성하 으며 소스코드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WiFi 모듈 출력 로그램

4. 용사례

 용된 시스템은 알루미늄  아크릴에 의한 임 제

작을 수행하는 제조업 형태의 공장에서 용해본 결과 작

업자들과 리자들 사이의 소통을 빠르게 만들 뿐만 아니

라 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에 한 상태 악을 빠르게 

하고 그에 응을 원활하게 하는 결과를 보 다. 

 장에 용하기 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처리

하기 한 서버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

조공장에 필요한 내용마다 그 세부사항은 다르게 변화될 

수 있으나 리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작업자에게 제공

되는  혹은 음성 시스템 등이 표 인 용 방법

이라고 추정된다.

 실제 용에는 과 리자용 애 리 이션이 용 

되었으며 재 상황과 을 통한 재 상황에 한 

지속 인 뷰  리자로부터 작업자에게 달되는 임시

인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 리

자용 애 리 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축 된 데이터들

을 분석하여 그래 의 형태로 주간, 월간의 작업 결과를 

악하게 제공하여 일정과 목표량의 계획에 이용 될 수 

있도록 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조공장의 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다양

하고 많은 제품이 동시 다발 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기 생산과 완성도 높은 제품을 한 작업 제어 리가 필

요한 시 으로 작업에 련된 데이터를 재정리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작업공정 

체를 시스템으로 포착하여 각 설비(요소)의 안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 처리 결과를 입력

하여 제어할 수 있는 ATmega보드를 모듈화 해야한다. 입

력장치 모듈과 ATmega128, WIFI 모듈을 목하여 작업공

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하여 ATmega128을 

이용한 효율 인 작업공정 처리결과 입력장치 시스템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공정 처리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는 작업공정 체를 시스템으로 포착하여 각 설비(요소)
의 안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작업공정 처리 결과

를 입력하여 제어할 수 있는 입력장치 모듈과 ATmega128, 
WIFI 모듈을 목하여 작업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

력하는 작업공정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로 인하여 

 제조 공장 생산업무의 작업효율은 향상시켰으며 작업

공정 데이터 락은 감소하 으며 작업공정 정보의 변경

에도 쉽게 응할 수 있었다.
 향후 작업 공정 장에서 생산되는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등에 한 실  통계 등도 확인이 가능 할 것이며 

작업 통계에 한 Display장치가 추가된다면 공정 장에

서의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Risk 리

를 추가한다면 작업공정시 트타임별로  작업공정이 늦

어질 경우 알람 경보음을 울려 작업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일일 생산 수량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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