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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산제조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 

가속화로 기업의 제조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현대 제조 기업 에서 고가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을 위한 설비종합효율(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의 관리항목은 품질향

상, 납기단축, 비용절감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CNC 등과 같은 설비의 실가동률

을 측정은 시간 모델이 표준화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비가동 시간으로 수집하여 개별 관리로 모든 

제조업 전체의 관리항목으로 제시하기엔 미흡하며 

시스템 구축이 생산정보화 혹은 제조수행시스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등의 한 기능으

로 정의되어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표준기반의 KPI, OEE

의 내용을 조사하고, CNC 공작기계의 OEE 구현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방법과 본 입력된 신호를 

기반으로 표준OEE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기술

을 소개한다.   

2. 국제표준 OEE의 정의

종합설비효율(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이란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시간, 속도, 
양품률을 분석함으로써 설비가 종합적으로 제품을 만

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 및 설비의 설계

능력 대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효율지

표로 각 지표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설비종합효율 계산식 (1)
시간가동률 = 실생산시간(PDT)/생산가용시간(PBT)
성능가동률 = 표준단위생산시간(PTU) * 생산수량(PQ) 
            / 실생산시간(PDT)
양품률 = 양품수량(GQ) / 생산수량(PQ)

종합설비효율 측정을 위한 각 지표는 계획 대비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ig.1.  1 Global standard KPI time model

설비종합효율 은 국제 표준 KPI 시간모델인 작

업장용 시간모델, 작업지시용 시간모델과 작업자

용 시간 모델을 OEE의 계획대비 실적에 맞추어 

적용한 것으로 Fig.1.로 정의할 수 있다. 

3. CNC 인터페이스 OEE 구현 방법

CNC 공작기계의 OEE 구현을 위한 표준 인터페

이스 방법으로 Wireless Sensor Network 기술을 적용

한 데이터 수집방법 (Level1), 컨트롤러 프로토콜을 

활용한 데이터수집 방법 (Level2), CNC 분야에 중요 

연결방식인 MTConnect 연결 수집방법(Level3), 임
베디드 Agent기반 수집 분산시스템 데이터 통합환

경 지원방법(Level4) 로 정의된다. 

 Fig.2 OEE Architecture (by level) 

Level 1, Wireless Sensor Network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방법으로 CNC머신의 구동제어부인 

PLC 접점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스핀들 

구동 상태, X축 드릴링 상태, YZ축 축 이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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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각각의 상태 중 1개의 신호라도 ON일 경우 

모두 가동 시간으로 처리한다. 이 데이터는 무선 

수집기로 수집, 공장의 배선을 최소화 하며 설비의 

이동시에도 추가배선 공정이 불필요하다. 
Level 2, 컨트롤러 프로토콜을 활용한 데이터수집 

방법으로 CNC 머신 전용 프로토콜을 이용해 설비상태

를 수집하며 이 때, OEE 수집을 위한 PLC 레더프로그

램을 컨트롤러에 적용하여 제작 중 상태(AUTO/MDI), 
FEED OVERRIDE 0%, 세팅 중, 장비점검, NC 알람, 
PMC 알람, 재작업, 가동 등 실시간 CNC상태 데이터를 

수집한다. 프로토콜 수집 방법은 비가동의 유형을 

설비로부터 직접 정의하며 O-NO(NC Code No) 수집 

가능해 생산관리시스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등의 확장이 용이하다.

Level 3, MTConnect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경량, 오픈된  

확장 프로토콜로 섹션별 XML 문서의 XML 스키마

를 프로토콜, 기계 구성 요소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섹션에서는 제조 장치에서 제공 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림의 조직을 지정하여  실시간 설비상태 정보

를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evel4, 임베디드 Agent기반 수집 분

산시스템 데이터 통합환경 지원방법으로 원격지에

서 통신 환경 및 데이터관리 로직을 XML파일 형태

로 관리하고 작성된 파일을 전송 또는 현장 에이전트 

기반 임베디드 미들웨어가 다운로드하여 그 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장의 

미들웨어는 SOAP기반 웹서비스를 통해 양방향 정

보를 송, 수신하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실시간 

처리 및 버퍼링 기능을 제공하며 중앙에서는 필요시 

가공되지 않은 RAW DATA를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관리항목, 로직을 생성 가능하다. 또한 종합설비효

율 관리 시스템은 단독시스템으로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SOA.기반의 이기종 타 시스템(ERP, MES, EAM, 스
마트 디바이스, APP 등)과의 연동 가능하다.

Fig.3. Agent based function

a. 통신환경 및 수집 데이터에 대한 TAG 설정.
b. 수집 데이터 가공의 위한 비즈니스 로직 정의

c. 통신 상태 원격 모니터링

d. RAW DATA 수집 요청 및 분석

Fig.3 AGENT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역할 정의

① XML 기반 CONFIG 파일 다운로드

② XML 파일 분석

③ RAW DATA 수집

④ 데이터 분석

⑤ 양방향 정보 송수신 (SOAP기반)
⑥ 네트워크 단절 시 데이터 버퍼링

4. 결론

본 연구는 국제표준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Manufacturing Operation Management)
를 기반으로 시간모델을 종합설비효율 (OEE :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에 적용하여  객관적 

성능지표를 도출, CNC 머신의 표준기반 설비종합효

율 구현을 위한 Agent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

템은 설비종합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뿐 아닌 무선 

센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활용한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의 최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클라

우드 기반 Agent 시스템으로 발전가능하다.  또한 

지식 집약적으로 진화 되고 있는 생산현장의 경쟁력 

확보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자율적응

생산시스템 통합운용기술(과제번호:10033565)의 

지능형 센서네트워킹 및 모니터링 기술 의해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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