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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져가고 있다. 자동화 장비는 일반적으로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용 

인터페이스 장치(HMI)를 설치하여 제작되고 있다. HMI 장치는 자동화 장비마다 개별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다양한 장비를 즉각적으로 조작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QR코드로 장비의 화면을 표시하고, 원격으로 해당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

델은 하나의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동화 장비를 원격으로 신속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어, 제

품 생산에 대한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HMI, PLC-HMI, Mobile Control

QR코드를 이용한 Mobile HMI 화면 구성 모델
김종주O, 김재웅*, 이윤열**, 채의근**, 박구락**

O공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kjjzzang21c@naver.comO, jykim@kongju.ac.kr*, {alphaon, ygchae, ecgrpark}@kongju.ac.kr**

Mobile HMI Screen Configuration Model Using QR Code
Jong-Joo KimO, Jae-Woong Kim*, Yun-Yeol Lee**, Yi-Geun Chae**, Koo-Rack Park**

O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ftw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다양한 자동화 장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넓게 사용되고 있다. 자동화 장비는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용 인터페이스 장치(HMI)를 탑재하

여 제작되고 있다.[1] HMI는 일반적으로 자동화 장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2]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동화 장비의 표시 장치 

화면을 하나의 모바일 장치에서 QR코드로 인증하고, 원격으로 제어하

는 모델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HMI(Human-Machine-Interface)

HMI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시 장치로 화면을 조작하여 쉽게 장비를 제어할 수 있고,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HMI는 선을 포함한 도형,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화면을 디자인한다. 일반적으로 

PLC와 같은 산업용 컨트롤러와 같이 사용된다.[3]

1.2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는 자동화 장비의 공정 프로세스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입력 

및 출력 요소를 ON/OFF 하며, 제어하는 컨트롤러이다. 일반적으로 

HMI와 연결되어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4] PLC와 HMI는 서로의 

정보를 송신 및 수신하며 통신이 이루어진다. 통신 프로토콜은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그중 이더넷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면 

필드 간에 데이터 송수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5]

III. The Proposed Scheme

아래의 Fig. 1. 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QR 인식을 통해 여러 종류의 

장비 화면을 표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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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먼저, HMI Design Tool은 장비를 조작하고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화면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화면번호와 감시 조작을 위한 

오브젝트, 컨트롤러와 통신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구성된 화면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데이터 테이블로 저장하고, JSON 포맷 형식으로 

변환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로 전송한다.

두 번째, Factory Automation 장비는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되는 

구조이며, QR코드를 부착하여 관리된다. 각 장비의 HMI는 조작을 

위해 I/O 주소를 미리 할당하고, 해당 주소의 변화에 따라 장비가 

제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장한다.

세 번째, MOBILE Device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장비의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고, 장비의 화면 번호를 추출한다. 

모바일 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은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화면 중, QR코드

를 통해 추출된 번호와 일치하는 화면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알고리

즘이 내장한다.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 표시된 HMI 화면을 조작하면, 

해당 신호가 장비에 미리 할당되어 있는 I/O 주소의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값을 수신하여 모바일 장치의 화면에 표시한다.

다음 Fig. 2. 는 HMI 화면을 사용자가 요구 사항에 맞추어 작화하고, 

모바일 장치에서 작화 된 HMI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을 나타낸 시스템 

프로세스이다.

Fig. 2. System Process

먼저, 사용자는 HMI Design Tool을 활용하여 자동화 장비에서 

필요한 조작 및 감시 화면을 구성한다, 구성된 화면과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고 Mobile Device로 업로드한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모바일 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다. 스캔 된 번호와 일치하는 HMI의 화면을 

모바일 장치에 표시한다.

IV. Conclusions

제조 현장에서, 운영자가 편리하게 장비의 상태를 감시하고 수동으

로 조작할 수 있도록, HMI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HMI는 일반적으로 

장비마다 개별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장비를 

감시하고 조작하고자 할 때, 조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QR코드를 인식하고 장비의 

종류에 맞게 조작 화면을 표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제약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장비의 화면을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으므로, 고도화 되어가는 다양한 장비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생산관

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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