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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제조 산업은 정보화, 세계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자 끊임없

는 원가 절감과 아울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을 통한 디자

인 설계 단계에서 부터 최종조립까지 전반적인 공정

에 대한 설계 및 작업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특
히, 제조 공정 중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산관리 및 

일정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생산계

획을 위해서는 공정 중 상태 정보의 실시간 획득

(POP, point of production)을 필요로 한다. 

Figure. 1 Schematic of POP System

POP 시스템은 제조현장의 정상 작업 외에 예기치 

않는 긴급작업 및 재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일정계획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이를 이용한 자동공정계획시스템 (CAPP)[1], 
진도/부하 관리 지원 시스템[2], 제조실행시스템 

(MES), 그리고 정보관리시스템(IMS) 등의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조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비 및 설

비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단순한 이산 정보 획득

을 넘어 실시간 공정 감시 및 제어 기능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장비의 실시간 상태 감시는 센서정보에 의

해 가능하지만, 장비 구동 및 제어와 관련된 파라미

터는 외부 센서나 측정에 의해 불가능하다. 이를 위

해서는 장비 제어기와 통신을 통한 파라미터 값의 

직접적인 획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출기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를 위한 

DNC시스템에 관한 개발에 대하여 다룬다. 

2. 사출성형 시스템

사출 성형 공정은 최근 제품의 소형화, 고기능화

로 인하여 가장 급증하고 있는 산업으로, 단일 공정

만으로 높은 정밀도의 제품을 얻을 수 있고, 생산속

도가 빠른 반면 금형이나 성형기의 가격이 비싸고 

공정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사출성형기의 구조는 

Fig. 2 와 같이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Fig. 2 Injection Molding Machine

사출성형단계는 순서대로 형체, 충진, 보압, 냉각 

및 가소화, 이젝팅 순으로 진행된다. 사출성형공정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크게 온도, 압력, 시간

으로 나타낸다. 온도에는 사출온도, 금형온도,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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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실린더 온도, 노즐 온도 등이 있으며, 압력에는 

사출압력, 보압, 배압 등이 있고, 시간에는 사출 시

간, 보압 시간, 냉각 시간 등이 있다. 이러한 세가지 

성형인자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는 

다른 조건의 변화를 동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품질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자들

의 값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한다면 좋은 

사출 성형물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3. DNC 시스템의 설계

기본적인 DNC(direct numeric control) 기능은 다

수의 수치제어 기계의 NC 프로그램을 공통의 저장

장소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해하는 

장치로서, 최근 PC기반의 CNC의 보급과 함께 프로

그램 분배 외에 장비와 통신을 통하여 장비의 현 상

태를 모니터일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즉, 장비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원격 접속을 

통한 제어 파라미터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DNC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값을 저장한 제

어기의 메모리에 접속하여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여

야 한다. 

Fig. 3 Data flow-chart of PC-PLC

Fig. 3는 PC-PLC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 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와 PLC는 I/O map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한다. 장비(PLC)는  구동기  출력 값을 

I/O map의 데이터를 읽어 제어하고, 센서로 부터 입

력되는 값을 I/O map에 저장한다. PC는 I/O map의 데

이터를 읽어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 입력을 다시 

I/O map에 기록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은 일정

한 샘플링 주기를 갖는 장비에 의해 지속적으로 

read/write함으로서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4. 사출성형기 전용 DNC 설계

 제조 현장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이

종병렬 장비들을 운용한다. 이는 다른 제어 방식을 

의미하고 장비 특성에 맞는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하

여야 한다. 사출기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 이상 DNC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 의존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상호 호환성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사출기의 DNC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출기 제어기는 크게 PLC 타입의 제어기와 PC

기반의 제어기로 구분할 수 있다. PLC 타입의 제어

기는  RS-232C 또는 TCP/IP기반의 통신을 지원하고,  
PLC 프로그래밍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지

원한다. 따라서 PLC타입의 제어기를 갖는 사출기

의 경우 PLC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I/O 접점 정보를 

시행착오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파라미터 저장 레

이스트리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PC기반의 제어기는 윈도우 O/S상에서 제

어 어플리이케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I/O 접점 정

보 및 훅킹(hooking) 기능을 통한 메모리 접근을 시

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급변하는 생산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사출기 전용 

모니터일 및 원격 제어를 위한 DNC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제조 현장이 이종 

병렬 사출기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장비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DNC시스템 개발은 제조

사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어기 

타입이 PLC타입인 경우와 PC 기반의 제어기인 

경우에 대하여 DNC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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