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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 공정에서 노루발 압력 센싱이 요한 이유는 정 압력 조건으로 제원단을 러주지 못할 경

우 제 스티치의 불량  최종 마감 원단의 손실로 이어져 납기시간 증가  원가상승에 막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을 사  방하여 기생산  양품 생산 데이터를 획득 양산시 반 하

도록 하여 궁극 으로 CPS환경의 스마트 팩토리를 실 하는데 본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노후화된 기능성 스포츠 의류 제조 공정에서 스

마트 팩토리가 빠르게 발 되어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거 한 업 시스템을 최 화 하기 

해서는 공정부터 공 망까지의 지능화가 필요하며, 1차

으로 제조시스템의 최 화를 먼  수행해야 한다, 스마트

공장 요건이 기존의 생산공장에서 감지(Sensing), 단

(Control), 수행(Actuating)이라는 3가지 기능 요건이 시스

템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고, 생산 목표 수 에 도달할 

수 있어야 스마트공장으로 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의 생산방식은 사람을 매체로 지시사항이 되는 특성

이 있어 실행  구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스마트

공장은 이러한 시간 간극을 상쇄시키고 QCD(Quality, 

Cost & Delivery) 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생산의 

략  선택에 따른 장 실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마트제조 세부기술로는 CPS 가상 역에서 사용하

는 ‘설계정보’와 물리 역에서 사용하는 ‘제조정보’를 긴

하게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Simulation data와 Control 

data의 리가 요하며, 이를 통제하는 PDM  POP 시

스쳄이 실질 인 핵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즉 3가지 요

소는 첫째, 가상공간에서 설계한 제품을 물리공간에서 제

품화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가상물리시스템이고 둘째, CPS

의 표  데이터 패킷을 장비에 달하기 한 통신기술인 

IoT Terminal이며 셋째, 메카트로닉스와 공정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할당을 자동화하는 공정 장비 자동화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공정 장비 자동화에서 생

산조건, 실 발생 등의 이벤트 감지(Sensing) 정보를 제조

정보 리 CPS용 생산정보 리 단계인 POP시스템으로 

제 장비의 가동정보 데이터를 보내주기 한 제기 연

동 IoT모듈을 설계하고 휴 폰 단말기로 모니터링  제

어가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제 공정에서 노루발 압력 

센싱이 요한 이유는 정 압력 조건으로 제원단을 

러주지 못할 경우 제 스티치의 불량  최종 마감 원단

의 손실로 이어져 납기시간 증가  원가상승에 막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을 사  방하여 기생

산  양품 생산 데이터를 획득 양산시 반 하도록 하여 

궁극 으로 CPS환경의 스마트 팩토리를 실 하는데 본 

연구가 필요하다.[1][2] 

2. 제기 노루발압력  가동정보 센싱시스템 설계

(그림 1) 제기 노루발 부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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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제기 노루발 압력 센싱  체 동작상황

을 센싱하고 신호처리하여 단말기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

템 구성도 이다. 그림 2에서 제기의 노루발 구조와 제

가 이루어지는 바늘  원단을 잡아주는 노루발 장치에서 

센서가 장착되는 설계 치를 표시하 다. 노루발이 원단

을 러주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는 기존에 없으며 상용 

제기를 상으로 외부에 센싱부를 장착하여 구성하고 

그림 2와같이 설계하 다. 그림 3에서 노루발 압력 센싱을 

해 FX-505 디지털  화이버 센서를 이용하여 센싱부

를 구  하 다. 노루발 압력값의 측정은 노루발의 스 링 

높이값을 Sensor 1을 통해 1차 으로 측정하고 노루발의 

스 링 높이를 0.1cm단 로 센싱하여 표출하도록 알고리

즘을 구  하 다. 2차 확인을 해 노루발 높이값을 측정

하는데 Sensor 2는 노루발 최  치와 최고 치값을 센

싱하고 높이값을 0.1mm단 로 센싱 가능하도록 하 다. 

측정된 치값과 치에 따른 노루발 압력값을 매칭하여 

치값에 따라 압력값을 직 으로 표출하도록 0.1Kgf단

로 표출하도록 하 다.

(그림 2) 제기 노루발 부분의 구성도

(그림 3) 노루발 센싱장치 제작 

(그림 4) 노루발 센싱장치 제작 

 그림 5는 제기의 가동정보  노루발 압력 센싱 정보

를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제어  모니터링 가능하도

록 구 한 GUI이다. GUI 구성에는 노루발압력, 보빈실잔

량, 보빈회 , 실공 감지, 땀거리, RFID를 이용한 윗실 

 실 생산정보 표출  설정 앱 어 리 이션 화면이

다. 실시간으로 노루발 압력값이 제어되는 상황을 모니터

링 하기 해서는 센싱된 치값에 따라 입력된 압력값을 

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림 6의 flow chart와 같이 제

기의 가동  정지 상태를 1차 으로 별한 후 노루발의 

거리와 노루발 압력을 수동으로 조 하는 부분에 설치된 

회 의 높이 값을 측정하여 높이값에 따른 압력값을 표

출해 주도록 알고리즘을 구  하 다. 

(그림 5) 실시간 제어  모니터링 앱 어 리 이션 GUI

(그림 6) 노루발 압력 센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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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기 노루발압력 센싱 가동정보 단말기 제어 

시험

 그림 7은 센싱되는 노루발의 치값과 압력값을 실제 측

정하여 정확도를 확인 하 다. 노루발 치값 모니터링 수

치는 스 링 높이 4.0cm이며, 노루발 높이값은 5.0mm로 

실제 센싱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 다. 최종 센싱된 측정

값은 단말기를 통하여 wi-fi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그림 7) 노루발 센싱 치값 확인 

(그림 8) 노루발 압력 센싱값 4.94Kgf 확인 

(그림 9) 노루발 압력 센싱 알고리즘 

 그림 10에서 최종 센싱된 정보가 Main PLC와 터치스크

린에 연동된 이더넷을 통해 wi-fi로 데이터가 송되고 

제어되는 것을 시험 하 으며 제기의 가동정보  노루

발 압력 센싱 정보를 실제 ios기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제어 상황이 모니터링 되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10) ios기반 단말기 사용 실시간 제어 시험

4. 결론

 기존 제기에 장착하여 스마트화 가능한 노루발 치값 

 압력값 센싱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험하 다. 본 노루발

압력 센싱 장치를 활용하여 노루발 데이터를 무선으로 메

인 서버와 연동하고 단말기로 작업자가 리 가능한 양품 

데이터를 활용하면 노후화된 섬유 제 공장의 스마트 팩

토리  CPS구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0063057, “고생산성 섬유제품의 기생산  공 이 

가능한 스트림 업 커넥티드 스마트 제조 신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조수아,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한 EDA서비

스“,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 추계학술 회, 2016 Oct. 

27 ,pp. 801 - 803 , 2016.

[2] 솔, “CPS 보안 문제  조사 분석“, 한국정보처리학

회 2016 춘계학술 회, 2016 Apr. 29 ,pp. 225 - 228 , 

2016 ,

.

- 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