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량적 기대효과

  ① 설비가동률 증가(생산력 증대)

  ② 공정관리 능력 향상

  ③ 불량률 감소

 

2) 정성적 기대효과

  ① 표면처리업체 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② 품질안정에 따른 대외 신뢰도 향상

  ③ 뿌리기업의 스마트제어 융합에 따른 선진화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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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국내 3,000여개의 표면처리 사업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표면처리 생산라인에서 정상품을 생산하기 까지 16여개의 다

른 공정이 있으며, 이를 작동시키는 SENSOR, MOTOR,HEATER,PUMP등의 수많은 기기들의 연결로 생산품이 생산되어집니

다.이 공정들을 관리 하기 위하여 약품업체, 설비제작업체, 전기전문업체들의 지속적 연결이 생산성의 저하 및 불량을 야

기하지 않도록 스마트 공정 제어에 대하여 필요합니다. 

1. 서론 

국내 6대 뿌리기업중 하나인 표면처리 분야는 오래된 역사에 비하여 그 시설과 환경이 낙후된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 자동차시장의 확대와 전자업계의 선전으로 인하여 국내 표면처리 시장에도 사람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인력 중심적 생산에서 기계와 장치를 이용한 장치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므로 각 생산라인에서의 모든 공정수치와 기계의 작동은 생산성 및 품질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조치 및 가동이 가능한 SW의 개발과 날로 발전하는 I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제어와의 융합

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2. 본론 

스마트제어 실현 순서

� 각 공정별로 연결되어지는 정류기, PUMP, MOTOR, HEATER, SENSOR등의 동작 신호 및 이상신호를 관리하는 

CONTROL PANNEL의 PLC를 통한 수집

� 공정중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약품들의 PH,농도,온도등의 변수값 PLC로의 수집

� 수집된 변수값을 작업자의 공정 컴퓨터로의 가시화 실현 그래픽 표현하여 상하한치 관리 및 이상발생 신호 수신.

� 수집된 동작 Data 및 공정 변수값과 이상신호를 지정된 약품,설비,전기,관리자의 스마트기기로의 전송

� 각 전문가의 장소에 구애없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상황과 공정이상 상황을 보면서 조치 처리 및 해제.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의 가동 및 이상해제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각 전문가에게 전송시켜 장소와 시간에 한정 없이 즉각

적인 조치를 가능토록 하여 제조업체에서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각 전문가의 상주 및 출장 지원 없이 조속한 처리와 취약

시간(야간)대의 관리자 상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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