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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제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과의 긴밀한 융합을 통해 지속적

인 첨단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팩토

리와 디지털 트윈은 제조 첨단화와 스마트화를 대변

하는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기술 및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현장 설비와 공정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모니터링하

고 분석 및 제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조 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시각화를 통해 제품 생산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절감과 시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전체

적인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로 주목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조설

비 모니터링 및 예지보전, 생산라인의 설계 및 구축·

운영 등을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함

으로써 제조 프로세스 상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중

요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2,3,4].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에서는 실제 공

장과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공장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공장의 상태를 모니터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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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상태를 예

측하고 대응한다. 또한 다양한 제조 데이터를 확장현

실(XR) 기술을 활용하여 가시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제어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

제 공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들 간의 

상호연계와 함께 엑추에이터, 센서와 같은 필드 디바

이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교환이 필수

적으로 동반된다. 이러한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과 이기종 플

랫폼 간 연결에 강점을 보이는 OPC UA(Open Plat-

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프로

토콜의 사용이 효율적이나 아직 스마트팩토리 구현

에 있어서 OPC UA의 적용 연구와 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다[5]. 또한 제조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하부모델을 어떻게 설계하

고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부족하다.

디지털 트윈을 고려하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과 요구되는 디지털 충실도 수준 등을 고려하

여 디지털 트윈의 활용 목적에 맞는 모델의 설계와 

구현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6].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OPC UA 기

반 디지털 트윈 모델과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현 및 

사용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제안된 디지털 트윈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설비 모듈, 공정별 PLC와 3D

디지털 모델을 OPC UA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하

여 모니터링하고 양방향 연동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현한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주요 기술과 구현의 대상이 되는 

스마트팩토리 설비에 대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PLC 모듈과 3개의 매니저로 구성되는 Server-

Client 방식의 디지털 트윈 모델과 OPC UA 기반 데

이터 통신 구조를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제안된 모

델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현 

방법과 사용성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5절에

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2. 연구배경 및 관련연구

2.1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물리적 객체들에 대한 디지

털 복제(쌍둥이)를 만들고 대상 객체의 수명주기 전

체에 걸쳐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객체의 

속성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5].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물리시스템 등 이른바 4차 산업혁

명을 견인하는 기술들이 발전,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

을 응용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자율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

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트렌드

로 디지털 트윈이 자리 잡고 있다[6]. 디지털 트윈의 

구현을 위해서는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3D 디지털 

모델과 함께 객체에 대한 속성 정보 및 프로세스 모

델, 분석 및 시뮬레이션 모델, 가상화된 제어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모델 등 매우 다양한 동적 및 정적 

모델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모델링되고 시뮬

레이션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모

델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은 센서데이터를 통해 

물리적 객체와 연동되어 현실 상황을 반영하면서 미

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시스템을 가상시스템으로 

단순히 모사하는 복제의 차원을 넘어 실시간으로 데

이터를 연동하여 동일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과 더

불어 물리적 시스템의 성능, 유지관리, 상태 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특징을 갖는다[7,8]. 이러

한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시스템을 융합한 디지털 트

윈은 제조산업 현장에서는 실제 제조환경과 운영 요

소와 기능 요소를 반영하여 공장의 설계와 운영, 제

품의 설계부터 생산과 관리 등 제조 활동의 전 주기

의 정보를 동기화해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를 실시하

고 있으며[9],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공장 설계의 사전 검증, 공장 운영의 모니터링, 이상 

상황 감지 및 예측 등 생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7,8,10].

2.2 OPC UA

OPC UA는 OPC 재단이 2008년 제정한 M2M

(Machine-to-Machine) 통신 프로토콜로서 이기종 

플랫폼 간의 높은 상호 호환성과 데이터 교환 안정성

과 신뢰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표준적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

으로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구

성하는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의 상호연계와 필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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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11]. 그러나 생산현장에는 

다양한 설비와 디바이스가 사용되며 이들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러한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의 체계적인 데이터의 송

수신과 양방향 제어를 위해서는 OPC UA 프로토콜

의 적용이 필요하다. OPC UA에서 제시하는 프로세

스와 데이터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CPPS(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아키텍

처를 설계[5,12]하거나 OPC UA와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을 활용하여 설비,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

계와 구현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14,15]

OPC UA를 통한 이기종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은 주로 PLC 간의 인터페이스 통해 구현된다[15].

PLC는 IoT 센서와 같은 필드 디바이스로부터 온도,

전류, 진동과 같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PLC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리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출력을 엑츄에이터에 전달하여 설비를 제어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OPC UA는 PLC 벤더사 마다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통합되고 표준화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여 양방향 통신을 가능케 한다. 또한 

OPC UA는 PLC가 SCADA, MES, ERP와 같은 상위 

시스템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현장 데이터를 안전하

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

마트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USB(Universal Serial Bus flash drive) 패키징 

설비 및 공정

본 논문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팩토리 설비는 

USB 패키징을 위한 설비로 총 6개의 세부 공정(투

입, 점검, 마킹, 검사, 커버링, 적재)으로 구성되어 있

다. Fig. 1은 USB 패키징 설비의 실물 모델(Fig. 1

(a))과 이에 대한 3D CAD 모델(Fig. 1(b))를 보여주

고 있다.

USB 패키징 설비에서는 6개의 세부공정을 거쳐 

2가지 타입의 로고가 표면에 각인된 이동형 저장장

치를 포장한 후 간이 저장소에 적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공정단계별 주요 기능은 Table 1과 

같다. 이송 트레이와 팔레트를 통해 USB 포장을 위

한 하부상자를 투입(Feeding)하고 USB 색상과 높이 

등을 확인(Checking)한 후 하부상자에 USB를 적재

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로고를 USB 표면에 레이저 

각인(Marking)한 후 각인의 이상유무 검사(Inspec-

tion)를 거쳐 6축 로봇을 이용하여 USB 상부덮개를 

조립(Assembly)한 뒤 간이 저장소에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적재(Storage)하고 팔레트를 회수하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각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상호 

연동되며 SIEMENS S7-1500 PLC를 통해 제어된다.

3. OPC UA 기반 디지털 트윈 모델 설계

3.1 디지털 트윈 모델

USB 패키징 설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은 Fig.

2와 같다. Table 1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 공정은 모듈

(Module) 단위로 구분되어 표현되며 각 모듈은 모듈

별 상태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모듈 

매니저(Module Manager)와 OPC UA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a) (b)

Fig. 1. Smart factory testbed system for USB packaging. (a) USB packaging system : Physical Model and (b) USB 

packaging system : CA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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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적 설계에 따라 모듈별 상태 

및 공정 데이터는 각 모듈에 해당하는 실제 장비에 

대한 3D 디지털 모델 및 가상/증강현실 모델과 실시

간으로 연동 및 동기화되어 실제 장비의 움직임과 

상태/공정 데이터를 다양한 환경에서 가시화되어 살

펴볼 수 있게 된다.

모듈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각 모듈(장비)과의 데

이터 교환을 위한 네크워크 기능을 담당하며,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독립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한 노드

(Node) 클라이언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클

라이언트들을 관리한다. 아울러 모듈 매니저는 상위 

마스터 매니저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교환 메시지를 

각 클라이언트에 분배하거나 각 모듈 클라이언트가 

수신한 센서 데이터를 마스터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스터 매니저는 모듈 매니저와 애플리케이션 매

니저(Application Manager) 사이에 위치하며 각 모

듈별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관리하여 애

플리케이션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핸들러(Data Handler)는 각 모듈의 센서 I/O

및 이벤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메시지 핸들러(Message Handler)

는 모듈 매니저와 주고받는 센서 메시지와 이벤트 메

시지를 처리·관리한다. 타임 핸들러(Time Handler)

는 동기화를 위한 시간과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관

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애플리케이션 매니저는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최

상위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

Fig. 2. The proposed digital twin model.

Table 1. Main function of each process.

Module Main function

1. Feeding
• Pallet loading, bottom box input
• Put the bottom box on the pallet

2. Checking
• Loading USB on the bottom box
• Inspect(color, height) and defect detection

3. Marking
• Laser marking on supplied USB’s surface
• Relocate the USB onto the bottom box

4. Inspection • Vision inspection and defect detection (laser marking status on USB)
5. Assembly • Assemble the top cover to the USB packaging box
6. Storage

• Load the USB-packed box into storage
• Pallet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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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스터 매니저를 통해 얻어지는 모듈(장비)의 상

태/공정 데이터, 센서/이벤트 메시지, 동기화 시간 데

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비와 공정을 모니터링 및 제어

하고 3D 디지털 모델과 가상/증강현실 모델을 실시

간으로 연동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가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2 OPC UA 데이터 통신 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B 패키징 설비의 각 모

듈은 SIEMENS S7-1500 PLC를 통해 제어되며 

S7-1500 PLC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OPC UA

통신을 위한 서버 기능을 지원한다[16]. 따라서 Fig.

2의 디지털 트윈 모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각 모듈별 PLC의 

OPC UA 서버를 통해 각 장비의 센서 데이터가 획득

되어 해당하는 모듈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진다. Fig. 3은 USB 패키징 공정의 6개 세부 공정

(모듈)에 대한 OPC UA 데이터 통신을 위한 모듈 

클라이언트의 세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각 모듈의 OPC UA 서버는 모듈 클라이언트의 

OPC UA Client와 OPC UA를 통해 공정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각 모듈의 PLC에서는 OPC UA를 통해 

On/Off 형태의 비트 데이터로 각 모듈별 센서와 솔

레노이드의 상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각 모듈의 상태 

비트 데이터는 PLC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거쳐 10진

수로 변환된 후 마스터 매니저에게 전달된다.

PLC의 OPC UA 서버에서는 각 입력(센서, opc

input data)과 출력(솔레노이드, opc output data)에 

해당하는 I/O 데이터를 PLC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장비 및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 동기화를 수행한다. 한편 애플리케이션 매니저와 

마스터 매니저를 통해 전달되는 제어 데이터는 PLC

인터페이스를 통해 PLC로 전달되어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현 및 사용성 평가

디지털 트윈 모델에 기반한 USB 패키징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설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전

체적인 구성은 Fig. 4와 같다. 실물 모델에 대한 정교

한 3D CAD 모델을 실시간 가시화에 적합한 3D 디지

털 모델로 변환한 후 OPC UA 통신을 통해 디지털 

모델과 실물 모델 간의 상호 연동 및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구현이다. 각 모듈별 PLC로부터 

세부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상태정보를 송수신하여 3D

디지털 모델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가시화되며 각 

공정 진행 상황을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

리할 수 있다. 또한 OPC UA 기반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디지털 모델에서 실물 공정의 시작과 멈춤, 긴

급정지와 같은 기본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Fig. 4. Overall architecture of proposed digital twin 

system.

4.1 3D 디지털 모델 개발

실제 모델을 가상의 공간에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의 제작은 디지털 트윈 구현에 필수적이다. 본 

Fig. 3. Module client for OPC UA data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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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USB 패키징을 위한 실제 설비와 공정 

개발에 이용된 3D CAD 데이터를 디지털 모델 제작

에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모델의 실제 모델 표현의 

충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Fig. 5(a)와 같이 3D CAD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기하 데이터를 3D Max와 Maya를 이용하여 제거 및 

변환함으로써 실시간 가시화와 모니터링에 적합한 

3D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였다. 기존 3D CAD 모델의 

세부 부품별 위치 조정, Boundary Box 생성, Multi-

Cut과 Normal Mapping 등의 과정을 거쳐 3D CAD

상에서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기하요소를 제거하거

나 단순화된다. 특히 실시간 렌더링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불필요한 폴리곤의 수를 줄여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모델

의 가시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3D CAD 모델의 

3,690,202개의 Face 수를 640,497개, 약 1/6 수준으로 

축소된 결과를 얻었다.

실물 설비에서 작동되는 부품들의 움직임을 디지

털 모델에 실시간으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지

털 부품에 대한 기구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비단위에서의 하위 세부 공정의 순서와 움직

임을 분석하여 Fig. 6(a)와 같은 서브 공정모델을 도

출하였다. 각 설비의 서브 공정모델을 기반으로 Fig.

6(b)와 같이 부품에 대한 리깅(Rigging) 작업으로 움

직이는 부분의 뼈대구조를 생성하고, 실제 부품의 구

동 형태와 위치 정보를 반영하여 모션 타이밍과 범위

를 계산한 Kinematic 모델링을 통해 실제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2 OPC UA 기반 데이터 통신

제안된 디지털 트윈 모델과 OPC UA 통신 구조를 

반영하여 모듈 매니저의 모듈 클라이언트가 OPC

UA 통신을 통해 PLC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마스

터 매니저에게 전달하여 전체 공정상태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SIEMENS

S7-1500 PLC로부터 I/O 데이터를 OPC UA 기반으

(a) (b)

Fig. 5. Example of digital model development. (a) Revision and conversion of CAD model and (b) Revised 3D digital 

model.

Table 2. Compare model sizes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Stage
Before After

Vertexs Edges Faces Vertexs Edges Faces

1. Feeding 315,787 910,561 593,432 70,961 201,107 130,536

2. Checking 323,582 929,124 604,258 80,057 228,243 148,481

3. Marking 293,758 834,888 539,962 54,996 153,894 99,195

4. Inspection 359,415 1,022,695 661,991 52,056 131,015 79,470

5. Assembly 334,606 941,458 625,611 44,536 121,146 76,973

6. Storage 365,395 1,031,931 664,948 57,522 146,970 105,842

Total 933,127 2,674,573 1,737,652 206,014 583,244 37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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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송수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는 Free OPC-UA

Library[17]와 Python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각 공

정별 OPC UA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입출력 상태 

데이터는 On/Off를 나타내는 비트 데이터로 표현되

며 이를 2진수와 10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적인 입출력 상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공정(Feeding Stage)의 진행상

태가 Table 3과 같이 ‘비상정지 스위치’, ‘스톱퍼 전진

감지’, ‘팔레트 감지’ 등 총 9개 센서가 On인 상태로 

감지된 경우, OPC UA 통신을 통해 수신된 32비트의 

상태정보를 Fig. 7과 같이 설정된 데이터 변환 과정

에 따라 2진수 값으로 매칭하여 최종적으로 10진수 

‘554,430,144’ 값으로 변환되어 마스터 매니저에게 전

달된다.

PLC의 OPC UA 서버에서는 Fig. 8과 같이 센서와 

솔레노이드 상태정보인 2개의 데이터(opc input da-

ta, opc output data)를 OPC UA 클라이언트에게 전

달하고, 이에 대한 공정의 시작, 종료, 비상정지의 정

보를 갖는 3개의 공정 제어 데이터(opc start, opc

finish, opc emr)를 PLC로 전송하여 실제 공정을 제

(a) (b)

Fig. 6. Example of sub process model and kinematic modeling : Storage box clamping process. (a) Example of sub 

process model and (b) Example of kinematic modeling.

Table 3. Example module sensor data : Feeding process.

DI* Bit Sensor On/Off DI Bit Sensor On/Off

0

0 Emergency stop switch On

2

0 B_box X axis rev detection On

1 External input signal 1 Off 1 B_box X axis fwd detection Off

2 External input signal 2 Off 2 B_box Y axis rev detection Off

3 Pallet stopper detection Off 3 - Off

4 Stopper, reverse detection. Off 4 B_box Y axis fwd detection On

5 Stopper, forward detection. On 5 B_box clamp rev detection On

6 Pallet Conveyor entry detection Off 6 B_box clamp fwd detection Off

7 - Off 7 Vacuum adsorption detection Off

1

0 Pallet detection On

3

0 - Off

1 Bottom box entry rev detection On 1 - Off

2 Bottom box entry fwd detection Off 2 - Off

3 Bottom box detection On 3 - Off

4 Pallet entry rev detection On 4 - Off

5 - Off 5 - Off

6 Pallet entry fwd detection Off 6 - Off

7 Bottom box entry detection Off 7 - Off

* DI : Digital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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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3 공정 모니터링 및 시각화 

OPC UA 통신을 통해 수신된 입출력 데이터는 모

듈 클라이언트를 통해 마스터 매니저에게 전달되며 

이를 통해 전체 및 각 공정별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9).

각 모듈 매니저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6개 세부 공정별 진행 상황을 직관적인 GUI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Fig. 9(a)). 아울러 센

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공정별 작업 

진행/완료 개수, 공정별 진행시간, 평균 소요시간과 

같은 기본 공정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공정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공정에서 세부 공정

을 선택하면 각 공정의 입출력 상태와 세부진행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공정의 주요 센서나 솔레노이

드의 상태정보를 시계열 차트로 가시화(Fig. 9(b))하

여 보다 더 구체적인 진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공정별 우측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공정시작

과 종료, 비상정지 명령을 전송하여 실제 물리적 설

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 입

출력 상태 데이터를 3D 디지털 모델과 실시간으로 

연동함으로써 실제 설비의 공정상태를 디지털 공간

에서 가시화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

Fig. 7. PLC data conversion process and it’s example.

Fig. 8. Status and control data exchange between PLC 

and module manager.

(a)

(b) (c)

Fig. 9. Process and equipment status monitoring. (a) Overall process, (b) Monitoring on module 1(feeding module), 

and (c) Linking with 3D digi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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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드와 마찬가지로 각 모듈별 버튼을 통해 디지털 

모델에서 실제 모델의 공정의 시작, 종료 및 긴급정

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Fig. 9(c)).

4.4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위해서 닐슨의 사용성 10가지 원칙

[18] 중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다섯 가지 평가항목을 Table 4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평가항목별 5점 척도로 USB 패키징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 적용 전후의 사용 경험을 가지는 

동일한 1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정

을 통해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t 통계

량(-16.333)과 0에 가까운 P값(2.69E-08)이 산출되

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유의한 수준(p<0.05)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

며, 사용성 평가의 항목별 평점에서 Fig. 10과 같이 

신뢰성(Credible), 용이성(Useful), 편의성(Conve-

nient)을 포함하는 5개 평가항목 전반에서 디지털 트

윈을 적용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높은 평점

을 나타낸 전체 평점 1.36점 차이로 사용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시보드와 3D 디지털 모델을 통한 

전체 공정 및 세부 공정에 대한 설비상태에 대한 실

Table 4. Usability principle.

Components Principle

Credible Is it always accessible to service?

Useful

Is there any inconveniences in analyzing the simulation result?

Is it easy to find the search analysis result?

Does the analysis service work properly?

Convenient

Is the procedure of analyzing in the service easy to understand?

Is the interaction of the interface clear?

Is the process easy to analysis while visualizing analysis result?

Findable
Is it easy to find what you analyzed before?

Is it easy to analysis & navigation what you want?

Desirable
Is the menu, icon and button easy to understand?

Do you feel pleasure in the service of the analysis?

Fig. 10. Usability evaluation : Previous system vs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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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스템 전반

에 대한 사용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작-종료-비상정지 명령

을 PLC로 전송하여 실제 물리모델을 제어함으로써 

기존 환경에 비하여 사용 편의성과 신뢰성이 향상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모델과 OPC UA 기반 통신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

된 모델을 바탕으로 USB 패키징을 위한 스마트팩토

리 설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용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디지털 트윈 

모델은 공정을 나타내는 모듈과 각 모듈과의 데이터 

송수신과 메시지 분배 및 전달을 담당하는 모듈 매니

저, 모듈 매니저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처

리·관리하는 마스터 매니저와 응용프로그램을 담당

하는 어플리캐이션 매니저로 구성된다. 제안된 디지

털트윈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설비에서 운용되는 센

서와 솔레노이드의 상태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공

정별 모듈 매니저를 통해 PLC와 송수신하는 OPC

UA 데이터 통신 구조를 설계하였고 PLC로부터 송

수신된 입출력 상태정보를 디지털 모델과 연동하여 

시작-종료-비상정지 명령을 디지털 모델로 제어하

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OPC UA 통신을 통해 

수신된 입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시보드와 3D 디

지털 모델을 통해 전체 공정 및 세부 공정별 진행상

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발된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 설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 설계와 이에 따른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공정 빅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에는 보

다 다양한 공정데이터의 축적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공정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분석

과 공정 최적화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

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 추가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지표 개발과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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