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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품종 대상 생산의 제조 패러다임에서 품질향

상, 다양한 제품 생산, 납기 단축 등 다양하게 급변

하는 생산 제조 환경에서 제품 생산 시스템은 유연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제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 제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고비용과 보편화되지 

않은 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생산시스템 리

드타임이 지연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

다. 이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본 논문

에서도 다양한 생산 제조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다변 생산 제조 현장 적응형 생산정보수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설비 인터페이스 기술

생산 제조 현장에는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와 같은 제어기가 있는 자동화/비자동화 

설비, 제어기가 없는 범용설비 등의 다양한 설비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은 범용설비와 비자동화 설비로 이루어져 있다. 
CNC와 같은 제어기가 있는 비자동화 설비의 경우 

설비의 PMC(Programmable Machine Control)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디지털 모듈

을 결선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3]. 디지털 

모듈을 통해 획득할 수 없는 데이터는 별도의 센서

를 PLC의 아날로그 모듈과 결선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어기가 없는 범용설비의 경우 별도로 제작

한 SIB(Sensor-based I/O Board)를 이용한다[1,2]. SIB
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전압 센서의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확장 센서를 4개
까지 연결할 수 있다. 

3. 적응형 생산정보수집시스템 

다양한 생산 제조 현장 및 설비에 대한 환경 

대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정보수집시스

템은 저비용의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전절에서 소개한 설비 인터페이스 기술을 기반으

로 다양한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요소 정보의 모듈화 

하여 생산시스템의 리드타임 지연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다변 생산 제조 현장 적응형 생산정보수집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 Construction of Adaptive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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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ularization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Data 
Acquisition System

각각의 설비로부터 운영데이터 및 현황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절에

서 소개한 PLC와 SIB(Sensor-based I/O Interface 
Board)를 이용한 설비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한

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1대의 생산정보수집시스템에 최대 4대의 SIB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대의 SIB는 전압센서 

2점, 온도 센서 5점과 외부 확장 센서 최대 4점을 

구성할 수 있다[[1,2]. PLC도 아날로그 모듈을 확장하

면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확장되므로 생산 정보 

수집에 있어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설비 

인터페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전

달된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요소를 모듈화 하여 구성하고 있으

며, 대상 설비에 따라 Equipment Interface Module에
서 적합한 설비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각 모듈의 요소를 조합하여 적응형 생산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Data Communication 
Module은 각 PLC 및 SIB 기반 설비 인터페이스에 

맞는 통신규약을 정의하고 데이터 통신을 담당한

다.

Fig. 3 Example of Monitoring Service using graph/chart

Data Acquisition & Analysis Module은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고 DB에 저장하고 기존 데이

터와 매핑하여 모니터링 HMI에 데이터를 로드하

는 기능을 한다. Monitoring Service Module은 공정

흐름이나 생산현장 및 설비의 현황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치를 Fig. 3과 

같이 graph/chart로 제공한다. PLC의 디지털 접점 

정보나, 센서로부터 측정된 수치 데이터를 그래프

타입으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렇게 

구성된 적응형 생산정보수집시스템은 별도의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의 추가 구성없이 생산 

제조 환경의 변화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하다. 

4. 결론

생산 제조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생산 

정보시스템도 대량생산 체제의 전용생산시스템에

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유연생산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생산 제조 

설비 및 환경을 고려한 설비 인터페이스 기반의 

적응형 생산정보수집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조현장의 다양한 설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기

술을 기반으로 생산정보수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듈화 하여 별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추

가 구성없이 선택 조합이 가능하다. 환경 대처 능력

이 향상되고, 설비 및 제조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상황 발생에 대한 조기 대처가 가능하므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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