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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서 마른 김은 자동화 공정에 맞지 않은 방식을 그대로 사용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마른 

김 중량 조절 장치를 개량하였으며, 원격 제어 시스템과 기존의 마른 김 중량 조절장치를 전자기기화 하였다. 이는 사

용자의 감과 경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밸브를 이용한 마른 김 중량 조절 방식과 달리 정확하고 세밀한 장치로 구현하

였다. 또한 원격 제어 시스템이기에 장치 위를 올라가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마른 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현된 

마른 김 중량 조절장치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마른 김의 생산 및 수출 산업의 자동화 공정과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Korea’s seaweed is using a method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automated process and quality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export volume of 20,000 tons or mo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improved the existing dry steaming weight 
control device and electronicized the remote control system and the existing dry steaming weight control device. This is 
implemented with precise and detailed device, unlike the dry seaweed weight control method using the conventional valve 
which depends on the user's feeling and experience. Also, because it is a remote control system, it can help to produce 
seaweed safely even if you don't climb on the machine. The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implemented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automation process and industrial growth of the steeply growing dry laver production and expor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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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수출액

을 보이는 상품은 마른김 시장이다. 해양수산부는 2017
년에 마른김 수출이 5억 달러를 이미 돌파했다고 발표

를 하였으며, 2020년 기준 10억 달러를 목표로 마른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마른김과 조

미김을 중심으로 내수 및 수출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조미김은 소금과 참기름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마른김

과 조미김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 내 시장이 이루고 있으

며, 특히 조미김은 간장과 설탕 조미를 중심으로 형성되

어 있다.[1].

Fig. 1 Seaweed production schematic

마른김 생산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각반과정, 
초재과정, 건조과정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김과 해

수로 이루어진 원초인 물김 자루를 짜는 각반과정, 이물

질을 선별하고 절단한고 그 후에 원초인 물김을 숙성하

여 물김의 농도를 해수와 섞어 일정한 농도로 유지시키

는 초재과정, 그 다음 건조과정 기계에 올려 마른김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아는 사각형의 모양으로 김

을 성형하는 건조과정가 있다. 그 뒤에 건조실로 들어가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된 뒤 건

조과정 하단에서 마른김이 완성된다.
마른김 생산이 자동화 공정이 되면서 일본의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였지만 소량, 고품질을 지향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량생산을 하면서도 고품질을 지향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일본의 자동화 공정

을 그대로 국내 대량생산에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품

질 하락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마른김 생산 공장의 공장장 및 대표들은 3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

는 6개월 이상의 고된 노동과 바닷가에 위치한 마른김 

생산 공장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마른

김을 생산하는 공정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초재과정

에서의 원초의 일정 농도 유지와 건조과정에서의 성형 

시 물김의 양으로 결정되는 마른김의 중량 및 두께 조절

이 숙련된 경력자의 경험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제어 기본 

시스템과 서보 모터에 대한 적용 이론을 정리 하였고, 
Ⅲ장에서는 개발 환경을 위해 마른김의 중량 및 두께를 

결정하는 건조과정 위에서의 중량 조절 방법 기술하였

으며, Ⅳ장에서는 마른김 중량을 조절하는 각 해당 채널

의 액추에이터에서 서보 신호를 전송하는 마른김 중량 

조절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Ⅱ. 적용 이론

제어공학은 물리적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성능 

사양, 모델링, 분석, 제어 측면에서 다루는 학문이다. 제
어 기술은 단순 피드 백 증폭기에서부터 산업, 공학 등 

다양한 시스템에 사용된다. 또한 주어진 시스템이 정해

진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각

종 성능을 분석하여 설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제어 시

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동적 시스템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크지만 품질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제어시스템은 

반복적인 힘든 작업을 도와주고 유해한 환경과 제한된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어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제어대상, 제어량, 

조작량이다. 제어하려는 대상은 제어대상, 제어 대상에 

관해 제어를 해야 하는 양을 제어량, 제어의 목적 달성

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조작량이라 한다. 조작량 이외에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제어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외

란이라 한다. 또한 제어분야에서는 이것들을 블록 선도

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나타나며, 상자(블록)와 화살표

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즉, 외란과 조작량은 제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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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실선이 그려지고 제어량에는 제

어 대상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지며 시스

템에 관하여 입력과 출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것은 이 화살표의 방향에 관계된다.
제어시스템은 크게 개회로 제어시스템과 폐회로 제

어시스템의 두 가지의 제어 형태로 구분된다. 피드백 제

어는 컨트롤러가 항상 자기가 낸 제어 신호의 효과를 측

정하면서 제어 신호를 결정해 가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제

어 시스템을 폐루프 제어 시스템(Closed Loop Control 
System)이라고 한다. 또, 제어량을 측정하여 다시 제어 

신호의 결정에 이용하는 점에 착안해서 피드백 제어 시

스템이라고도 한다. 반면, 피드 포워드 제어는 조작 방

법을 미리 계산해 두고 컨트롤러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

어 계산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루프 제어 시스

템(Open Loop Control System) 또는 피드 포워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제어 시스템의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Fig. 2 The structure of Open-Loop control and Close-Loop 
control

개회로 제어와 폐회로 제어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폐회로 제어는 제어 대상의 출력 상태로 부하 상태를 검

출하여 이를 되먹임 하여 제어를 실시함으로 부하의 변

동에 대하여 반응함으로써 제어의 오차를 줄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2][3].
현재 로봇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제어성 등이 뛰어난 

DC 서보 모터이다. DC 서보 모터가 제어성에 있어 우

수한 점은 첫째, 전기자 전류 i와 토크 T가 비례하는 선

형제어계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전기자 전류 i, 계자 자

속 B를 독립적으로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DC 모터는 가감속시의 응답성이 좋고 소용량의 범위에

서는 저가격으로 제어장치의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

으며, 입력과 중량에 대하여 출력을 크게 얻을 수 있다

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DC 서보 모터의 결점으로는 내환경성이 좋지 

않으며, 마모가루가 생겨 청결성이 떨어지고, 브러시 주

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회전속도와 토크의 

관계가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림 3과 같이 전압이 일정

하면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토크는 직선적으로 감소

한다. 또한 전압과 회전속도나 토크는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부하토크를 알면 전압을 제어하는 것으로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실제로는 회전속도가 증가

하면 전기자의 리액턴스에 의하여 특성이 1차 비례직선

으로부터 굽은 형이 되고 회전속도가 감소하면 리플이 

현저하게 생기는 경향이 있다. 서보 모터의 제어는 자동 

제어이론이 상당부분 관계되어 적용된다. 

Fig. 3 Speed-Torque characteristics

서보 모터 제어 시스템의 배경이 되는 학문에는 자동

제어, 전력공학, 전자기기, 전자회로 등이 있다[4]
서보 시스템이란 말은 지령(command)에 따라 충실

히 수행하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이에 따라 서보시스템

은 반드시 상위로부터 지령을 받아 동작하고, 받은 지령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피드백 제어시스템

을 가지고 있다. 서보모터는 센서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

어를 통해 지령에 대하여 고속, 고정밀로 수행한다. 서
보 모터 제어는 토크 제어, 속도 제어 그리고 위치 제어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어는 기본적으로 폐회로 

제어 구성을 가지고 있다. 모터 제어 제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서보 모터의 회전력 및 반발력을 

갖도록 제어하는 토크 제어, 서보 모터를 일정한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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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속도 제어, 끝으로 원하는 회전

수와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할 수 있는 위치 제어로 나눌 

수 있다[5]. 

Ⅲ. 개발 환경

다음 그림 4는 통상적인 마른김 건조과정의 중량 조

절 장치이며, 그림 5는 김 중량 조절 장치의 내부 구성품

을 나타낸다.

Fig. 4 Conventional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그림 4에서와 같이 기존의 방식은 오래된 경력의 공

장장이나 김 공장의 대표들이 본인들의 경험으로 밸브

를 조정하여 마른김의 중량을 조절한다. 

Fig. 5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internal components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른김 중량 조절 장치는 자동화 

공정에서 중요한 수동방식의 공정을 전자기기화하였

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기존의 손으로 밸브를 

돌리는 방식과 달리 Open-Loop 제어 방식을 사용한 스

텝모터를 장착하여 제어 시스템과 결합하였다. 사용자

가 정하는 각도로 돌릴 수 있는 스텝 모터는 기존 방식

과 달리 밸브의 회전을 수치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른 

마른김 생산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Fig. 6 Changed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다음의 그림 7과 그림 8은 변경된 마른김 중량 조절 

장치의 구성도와 3D 설계 도면이다.

Fig. 7 Changed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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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d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3D 
design drawing

기존의 6각형 밸브를 전자기기화하여 360도를 24등
분하여 1스텝에 15도가 움직이도록 구현하였다. 이는 

보다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며, 마른김 중량 조절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음 그림 9와 같이 임베디드 시스템과 결합하

여 시리얼 통신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상 2층 높이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벗어 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마른김 가공업체의 비

효율성 유발 원인 중 하나인 마른김 중량 및 생산 속도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었다[6][7][8]. 

Fig. 9 Remote control system and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마른 김 중량 조절 장치의 

흐름도는 그림 10과 같다.

Fig. 10 Flow chart of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using remote control system

Ⅳ. 마른김 중량 조절 시스템 구현 

기존의 마른김 중량 조절 장치는 사용자에게 많은 경

험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진입을 힘들게 

하였으며 기존의 마른김 생산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세

밀한 마른김 생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마른김 건조과정의 특성상 위 아래로 움직이는 지상 2
층 높이의 기기에서 작업하는 위험이 있었다. 

Fig. 11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sett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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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른김 중량 조절 장치는 원격 제

어 시스템과 기존의 마른김 중량 조절장치를 전자기기

화하여 360도를 24등분한 15도씩 움직이는 정확하고 

세밀한 장치로 변경하였으며, 원격 제어 시스템이기에 

기기 위를 올라가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마른김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Fig. 12 Demonstration of remote control system and 
seaweed weight control device 

그림 1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른김 중량 조절 장

치 설치 사진이며, 그림 12는 실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른 김을 생산하고 있는 그림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개량형 마른김 중량 조절 시스템을 구현 방

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마른

김 중량 조절 장치에 비하여 지상 2층 높이의 움직이는 

건조기에서의 작업의 안전성이 확보하였으며, 작업 속

도 또한 단축시켰다. 또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실제 사

용자의 경험만을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정밀한 마른김 중

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현장에 보

급함으로써 현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른김의 생

산 및 수출 산업의 자동화 공정과 산업 성장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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