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5권 제2호, pp. 149~156, 2011 
 

 

149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11.35.2.149                       ISSN 1226-4873 

 

다양한 생산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설비정보 수집§
 

 

남소정*†
· 이재경**

 · 이승우*†
 · 박종권*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생산시스템연구본부, **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엔지니어링연구본부 
 

Acquisition of Data of Equipments on Shop Floor Using Interface 

Between Various Equipments 

So Jeong Nam*†, Jai-Kyung Lee**, Sung Woo Lee*† and Jong Kweon Park* 
* Nano Convergence Manufacturing Systems Research Division, KIMM 

** Systems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IMM 

 

(Received May 17, 2010 ; Revised October 11, 2010 ; Accepted October 12, 2010) 

 

1. 서 론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시스템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공정이 상이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도 다양하다. 각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와 작업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

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스템의 특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생산 설비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설

비정보 수집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

니라 중견기업들도 생산현장의 상황에 중점을 두어 

실시간 현황 파악, 작업의 계획 및 수행, 품질관리 등 

실제 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제조실행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1)을 활발하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실행시스템은 다양한 공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사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

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이 저

조하고 실시간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생산설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 인터페이스 방법 및 설비정보 수

Key Words : Equipment Interface(설비 인터페이스), Data Acquisition Module(데이터 수집 모듈), Shop Floor(생

산현장), MES(제조실행시스템) 

초록: 다양한 생산 설비에 따른 설비정보를 MES 등의 생산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비 

정보 수집 시스템은 생산현장의 설비 및 공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설비 인터페이스에 따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장의 다양한 생산 설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비 

인터페이스를 통한 설비정보 수집 방법을 제안한다. PLC 기반의 인터페이스, Sensor 기반의 I/O 

인터페이스, 작업자 Key-In 에 의한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설비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산 현장의 정보를 

1 차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H/W Communication Module 과 Operator Key-In Module 을 

이용하여 설비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설비 정보를 2 차 가공하며, 데이터 파서(Data Parser)를 통해 

수집 정보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Abstract: There is much information of equipment in shop floor because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re different as the 

equipment within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varied. To provide effective process information to MES and other production 

systems, the DAS requires an equipment monitoring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 on the shop 

floor. In this study, we proposed some methods for collecting the required information about various equipments on a shop floor. The 

equipments such as CNC can be interfaced with the DAS by using a PLC-based method and a sensor-based interface board can be 

used to interface general equipments. The proposed methods can be used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shop floor in real-time. 

Moreover these methods are very adaptive and can be easily modified according to the changes made to the shop floor. The 

information about a real shop floor acquired by employing these methods is saved in a database and the can be provided to a 

supervisor and MES so that they are aware of the status of the shop floor.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2010. 4. 22.-23., 제주 라마다프라자)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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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모듈을 이용한 설비정보 수집 방법을 제안한다. 

2. 설비 인터페이스 방법 

실제현장의 정보차이, 작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수집의 한계와 생산현장의 순간적인 변화

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의 필요성에 의해 제조실

행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나 다양한 생산 설비와 

공정의 특성에 따른 설비별 공정별 상태 정보의 

적합성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제조실행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제품개발의 생산성

이 떨어진다. 특히 설비 상태 정보 수집 시 설비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

고 주로 작업자의 Key-In 방식에 의한 데이터 수

집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

이 감소하며 데이터 수집의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 설비로부터 

효율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Mazak 의 

e-Tower 나 Fanuc 의 Cimplicity 와 같이 내부 API

에서 제공하는 설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전용

장비의 경우 설비의 상태 정보 수집이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API 자체가 자사 제품만을 지원

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낮고 고가이다. 또한 개방

형 CNC 를 지향할 경우 Fanuc 의 FOCAS1/2(Fanuc 

Open CNC API System 1 or 2)와 같은 Open API 혹은 

산업표준화로 자리 잡은 OPC(OLE for Process 

Control)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위에 열거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Open API 나 OPC 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여 설비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자체

가 분산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최

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의 선진 공작

기계 업체들은 Mazak-Cyber Production Center, 

Moriseki-MORI Series, Siemens-MCIS 등의 CNC 전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들 역시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연성이 낮고 고가이다.(2) 본 장에서는 

설비 인터페이스의 유연성이 우수하고 공정특성에 

따른 적합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생산 설비의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  인터페이스  방법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을 소개한다.  

Fig. 1 은 설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설비정보를 획

득할 수 있는 제조 설비 인터페이스 모듈 구성을 

나타낸다. Sensor 기반의 인터페이스 모듈, PLC 기

반 인터페이스 모듈, 작업자 Key-In 에 의한 인터

페이스 모듈을 통해 제조 설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설비정보는 제조실행시스템의 

 

 
 

Fig. 1 Configuration of interfac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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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에 저장되어 웹 용 HMI 를 통해 사용자가 설

비상태나 재공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정정보나 기준정보를 HMI 를 통해 입력 받아 

제조실행시스템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2.1 Sensor-based Interface 

Sensor-based Interface방법은 CNC와 같은 제어기가 

장착되지 않은 범용장비의 설비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한 방법으로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온도, 전압, 진동, 

열 등을 측정하여 설비의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범용장비에서 측정 가능한 센서 데이터의 종류는

Table 1과 같으며 이런 각종 센서들을 설비에 부착하

고 실시간으로 수집된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설비상태

를 수집하므로 데이터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의 온도와 전압 데이터를 획득하

기 위해 Fig. 2와 같이 I/O 인터페이스 유닛을 설계하

였다. I/O 인터페이스 유닛은 온도와 전압 센서를 이

용하여  생산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부분과 

RS232/RS485 등의 통신이 가능한 통신부분 및 센서

감지 부분으로 구별된다. 입력부는 A/C, D/C, 및 

RS232 및 RS485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부에는 

전압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입력전원은

7.5VDC ~ 30VDC이며, RS485통신은 MAIN과 연결되

고 RS232 통신은 PC 또는 기타 외부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온도센서는 -19.9℃~99℃범위의 온도를 감

지하여 측정하며, 전압센서는 0V~36V 범위의 전압을 

감지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온도와 전압

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외에 외부 센서를 증설 할 

수 있도록 외부 센서 단자를 추가로 설계하였다. 외

부 증설 센서는 최대 256 개까지 센서를 확장하여 사 

 

 
Table 1 Available sensor type for interface units 

 

센서종류 설명 

온도센서 

서미스터 

Pt1000Ω 

서보커플 

적외선 센서 

IC 온도센서 

다이오드 

홀센서 자기센서 

광센서 

Photo Interrupter 

Photo TR 

Photo Diode 

전압센서 필요한 부분의 전압 측정 

전류센서 필요한 부분의 전류 측정 

유량센서 정해진 센서의 출력타입 

습도센서 센스리온 반도체 센서 

용할 수 있어 설비상태 정보수집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I/O 인터페이스 유닛을 통해 수집된 설비

의 상태정보는 RS485시리얼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Fig. 2 Circuit diagram of I/O interface unit 

 

 

 

 

   Fig. 3 Protocol for sensor-based I/O interface unit 

 

 

 
   

Fig. 4 Configuration of sensor-bas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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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설비상태 정보를 전달한다. 이 

방법은 설비와 I/O 인터페이스 유닛을 1:1 매핑하여 

사용하며, 1 대의 HMI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는 총 4 대의 설비를 연결하여 설비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Fig. 3 

과 같은 통신규약을 기반으로 I/O 인터페이스 

유닛에서 패킷화되어 시리얼 통신을 수행할 때 

전송된다. 이때 통신 상호 규약으로써 전송 시작 

바이트 할당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파라메터 식별 

바이트, 데이터 바이트, 전송 종료 바이트, 체크섬 

바이트를 할당하여 사용한다. 데이터 바이트는 설비 

정보를 특정 구분자(Delimiter)와 조합하여 구성된 

데이터를 담는다. Fig. 4는 설계 및 제작한 센서 기반 

I/O 인터페이스 유닛을 통해 수집되는 온도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이다. 온도 센서를 부착한 

센서 기반 I/O 인터페이스 유닛과 Smart Tablet 를 

연결하여 측정되는 온도 값을 HMI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PLC-based Interface 

생산현장의 설비가 정보수집시스템과 직접 통신할 

수 없는 폐쇄형 설비의 경우 정보 수집을 위하여 

설비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단말기를 

사 용 할  수  있 다 .  이 를  위 한  방 법 으 로 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정보의 인터페이스, 직렬데이터 

의 입/출력 포트 및 병렬데이터의 입/출력 포트에 

의한 방법이 있다.  CNC 설비는 주로 PLC 에서 

제공하는 논리프로그램을 그 접점 출력에 연결하고 

다시 정보수집시스템(DAS:Data Acquisition System) 

Client 와 통신을 하면 접점의 출력신호가 설비의 

상태정보가 된다. 설비의 정보를 직접 얻기 위해서는 

전기신호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리미트 스위치, 

릴레이 회로, 전자회로, 제어기기의 디바이스 등이 

있다. 이러한 접점신호를 통해 설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설비 

가동에 필요한 모니터링 정보와 제어 정보 모두를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기에는 폐쇄형 설비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Fig. 5 와 같이 CNC I/O 

인터페이스 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설비와 

연결된 PMC/PLC 의 접점과 CNC I/O 인터페이스 

모듈을 연결하여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 설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Table 2 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설비 정보 획득이 필요한 설비 한 대당 

하나의 CNC I/O 인터페이스 모듈을 연결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과 모듈 제작 시간 낭비의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의 출력 배선과 PLC 의 I/O 

접점을 직접 연결하여 설비상태 정보를 획득하는 

PLC 연동을 이용한 설비 상태 정보 수집 방법을 

고안해냈다. PLC 연동에 의한 설비 상태 정보 수집 

방법은 Fig. 6 과 같이 CNC 와 PLC 를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PLC 의 사용 가능한 I/O 

접점의 수만큼 설비를 확장하여 연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I/O 인터페이싱 모듈의 제작이 필요 없다. Fig. 

6 과 같이 CNC 의 출력배선과 PLC 의 D/I 접점을 

연결하여 PLC 로 설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PLC 

연동에 의한 설비의 상태정보 수집방법은 CNC I/O 

인터페이스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설비의 확장성이 높으며 설비 정보 

 
Table 2 Specifications of interfacing module 

특 징 

- 8채널 아날로그 신호 입력 
- 8채널 전압 비교용 가변저항 
- 1포트 RS232 
- 블루투스 연결 가능 
- 8bit 데이터 처리용 프로세스 내장 
- 각 채널별 입력 상태 확인용 LED 
- 24V 전원 

통 신 9600bps, 8Bit 

 

 

  Fig. 5 Interfacing module 
 

 

   
Fig. 6 PLC links PMC using smart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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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 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설비 정보를 획득한 PLC는 A/D Converter를 이용

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디지털신호

는 RS232 시리얼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HMI 기반

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된다. PLC-

based Interface에 의해 수집되는 설비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화전기계공업의 Cutex-160 CNC 와 LS

산전의 GLOFA-GM4 PLC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Smart Link(D/I)와 연결 가능한 CNC 장비의 접점

은 Table 3 와 같으며, 실제 적용한 접점은 B1~B3, 

A1~A2이다. Smart Link와 CNC 장비 출력 접점과

의 결선을 통해 B1 은 Power 정보를 A1/B2/A2 는 

Flicker Lamp Green/Red/Yellow 정보를 B3 은 Bed 

Lubrication Oil Lack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PLC에 

수집된 설비 정보들은 C#.Net 기반의 HMI 를 통해 

Fig. 7과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정보 수집 HMI

는 상위 시스템인 제조실행시스템에 SOA (Service  

 
Table 3 Available sensor type for interface units 

SLT-CT101-G4L 

SLP-T40P 

단자대 No. 

PLC 접점 
No. 

PLC 

CONN. No. 

PLC 접점 
No. 

SLP-T40P

단자대 No. 

B1 0/P0 B20 A20 1/P1 A1 

B2 2/P2 B19 A19 3/P3 A2 

B3 4/P4 B18 A18 5/P5 A3 

B4 6/P6 B17 A17 7/P7 A4 

B5 8/P8 B16 A16 9/P9 A5 

B6 10/P0A B15 A15 11/90B A6 

B7 12/P0C B14 A14 13/P0D A7 

B8 14/P0E B13 A13 15/P0F A8 

B9 16/P10 B12 A12 17/P11 A9 

··· ··· ··· ··· ··· ··· 

 

 

 

Fig. 7 Data acquisition module through PLC link 

Oriented Architecture)(3) 기반의 서비스(Service)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현장의 설비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HMI 를 통해 실제 제조 현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

한 장비의 정보를 화면에서 인식할 수 있다. Fig. 7

과 같은 HMI에서 상태정보가 필요한 생산 현장의 

설비를 선택하면 해당 설비의 가동시간, 순 가동

시간, 생산수량, 기계상태, Bed 윤활유 등의 상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2.3 Operator-based Interface 

제조 현장의 특성상 장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설비

정보 이외의 정보는 대부분 작업자의 입력에 의존한

다. 작업자에 의한 공정정보나 설비상태 정보 입력은 

특정 공정이나 장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설비와 공정에 적용 가능한 이동성을 가지고 수집되

는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입력 편의성을 높

여주기 위한 적절한 입력도구가 선정되어야 한다. 마

이크로 칩이 내장된 라벨을 통해 비접촉식으로, 제품

의 자세에 관계없이, 이동 중에도 인식이 가능한 

RFID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서의 활용 사례도 많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장비 및 Process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이 가

능한 기기이어야 하고, 처리되는 작업량이 많이 때문

에 충분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할 만한 대상으로 SmartTablet을 선택하

였으며, 입출력 장치로는 Barcode 를 활용하여 정보의 

이동에 대한 Tracking 기능을 수행(5,6)할 수 있게 하였

다. SmartTablet만의 기능으로 무선 Network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Wireless Lane 을 활용하여 이동성 및 

작업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Fig. 8은 작업자 Key-In에 

의해 작업 상황을 입력하는 예시이다. 작업자가 공정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 가공 대기

시간, 가공 시작시간 그리고 가공 완료 후 대기시간

을 측정할 수 있다.  

 

 
 

Fig. 8 Process flow for operator ke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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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수집 모듈 

본 장에서는 설비 인터페이스의 유연성이 높고 다

양한 생산 설비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설비 정보 수

집 모듈을 소개한다. 다양한 생산 설비의 종류에 따

른 각 설비 인터페이스 방법에 의해 1차 수집된 생산

현장의 정보들은 DAS(Data Acquisition System)의 설비 

정보 수집 모듈(Data Acquisition Module)에 의해 2 차 

가공되어 제조실행시스템에 제공된다. 설비 정보 수

집 모듈은 C#.Net 기반으로 개발하여 Fig. 9 와 같이

H/W Communication Module 과 Operator Key-In Module

을 통해 설비상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 H/W 

Communication Module은 PLC-based Interface와 Sensor-

based Interface 방법에 의해 수집되는 설비 정보의 2

차 가공을 담당하며 데이터 파서(Data Parser)를 두어 

다양한 설비 가동 정보 규약(Protocol)을 범용적인 기

술을 통해 해석/분해한다. 데이터 파서는 기기/Protocol 

별로 정규식(Regular Expression)을 정의하고, 특정 구

분자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해석/분해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를 위해 H/W Communication Module 은 전송 받은 설

비정보 데이터 패킷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패킷의 필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데이

터 패킷에 담은 의미 있는 데이터의 구성과 이를 구

분하는 특정 구분자가 추후 변경이 되더라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패킷 원본을 다시 파싱

(Parsing)하여 의미있는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제조실행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SOA 기반의 서비스(Service) 호출을 지원한

다. SOA는 개발언어와 특정 플랫폼에 상관없이 서비

스가 제공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지보수가 용이

해야 하는 기술로 다양한 생산현장과 상위 시스템간

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7) Operator Key-In 

Module 은 Operator-based Interface 방법에 의해 작업자

가 직접 입력하는 생산현장의 상태정보를 가공하여 

 

 

Fig. 9 Management of acquired data 

제조실행시스템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정보 수집 

모듈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된 구조는 시스템 기준정보와 

생산현장 정보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기준정보는 조

직정보, 설비정보, 제품정보, 공정정보, 제품발주, 작

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된다. 수집된 설비상태 정보는 

생산현장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제조실행시

스템에 실시간 전송되어 비즈니스 룰에 의해 웹 기반

의 HMI를 통해 모니터링(8,9)할 수 있다. 

4. 설비 인터페이스 방법의 시범사례 

생산 현장의 설비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안

한 설비 인터페이스 방법을 실 가공시스템에 시범 적

용 하였다. 시범 적용 업체는 공작기계 및 공작기계

의 온도 제어 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

조실행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작업 일지 중심의 생

산공정관리를 하고 있어 수기로 인한 오류발생 및 실

시간 정보 수집이 불가하며 시간과 시점관리가 부재

한 실정이다. 적용 업체의 오일쿨러 제품 성능 검사 

공정에서 각 부위의 온도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공정

이 중요하나 온도계를 통한 모니터링 및 수기로 성능 

검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Sensor-based Interface 를 적용

하여 오일쿨러의 성능 검사 시 각 부위의 온도변화를 

체크하고 HMI를 통해 측정된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0은 오일쿨러의 온도값을 측정하

기 위해 Sensor-based Interface에 온도센서를 장착하여 

오일 쿨러의 압축기, 응축기, 열 교환기의 출구 및 대

기 온도를 측정하여 DAS 클라이언트에 실장된 HMI

에 표시하고 있다. Fig. 11은 Cutex-160 선반을 대상으

로 제안된 PLC-based Interface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설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적용한 모습이

다. 선반 후면의 PMC 의 각 접점들을 PLC 의 I/O 모

듈의 접점과 연결하고 PLC는 각 접점의 상태를 DAS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Fig. 10 Application of inspection process as sensor-bas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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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pplication of CNC as PLC-based interface 

 

 
 

Fig. 12 Monitoring of Daily number of product 

 

설비의 Power 유무, 작동 중(Flicker lamp, green), 

대기 중(Flicker lamp, yellow), 에러발생(Flicker lamp, 

red) 및 에러의 종류(bed 윤활유 부족)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측정된 설비상태 정보

는 DAS 클라이언트를 통해 MES 의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들은 Fig. 12 와 같이 

일일 제품별 생산수량으로 검사된 쿨러 수를 그래

프로 제공하여 관리자가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결 론 

현재 보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실행시스템은 

생산 현장의 실시간 설비 상태 정보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자가 효율적인 제품관리 

및 운영을 하기 힘들다. 제품관리의 효율성 및 관

리자가 생산 현장의 정보를 손실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 현장의 다양한 생산 설비

를 고려한 설비 인터페이스 모듈을 제안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였다. 제어기기가 장착되지 않은 범용

장비, CNC 같은 제어기가 장착된 장비 그리고 작

업자에 의해 설비정보를 입력 받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설비 상태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기 위해 

Sensor-based Interface, PLC-based Interface, Operator-

based Interface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1차 수

집된 정보를 설비 정보 수집 모듈을 통해 2 차 가

공 및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비 정보는 

DAS 클라이언트의 HMI 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제안된 설비상태 모니터링 방안을 통해 

제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각 공정의 특성에 맞

는 데이터 수집 모듈을 적용하여 공정적합성을 높

일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생산현장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생산자원의 효율적 분배

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능력을 예측하는 기본 

데이터로 데이터 수집 무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Shop Floor 레벨에서의 설비/공정상태 정보 

수집으로 설비제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조실행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밑

바탕을 마련하였다. 추후 CNC 공작기계가 아닌 

일반산업기계로 확장하여 실시간 설비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실제 제조

실행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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