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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 무선통 신망을 이용 한 공장설 비 관리 시스 템 및 방 법

(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system and a
method for managing a plant facility by using a wireless commu
nication network, the system and the method: collecting plant fa
cility work process details including plant facility incoming parts,
installation locations, moving status, and outgoing parts in a plant
facility by using RFID tags and RFID readers provided for each
plant facility and each part at the production site and by using any
on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among NFC or ZigBee, and
Bluetooth; allowing a control server or a mobile terminal, having
received the work process details, to monitor the work process de
tails in real time; allowing the control server or the mobile termi
nal, having monitored the work process details, to remotely con
trol a work process; and storing, in a cloud server, big data, which
i s generated by accumulating work process data collected in real
time through the RFID tags and the RFID readers provided for each
plant facility and each part, and sharing the same with a mainte
nance server, thereby providing, in real time and in a remote place,
work process management and control for a plant facility even i f a
manager i s not onsite, and utilizing the big data as analytical and
statistical data on a work process for each piece of equipment and
actively using the same during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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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서 ：본 발명은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 템 및 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 생산 현장의 공장설 비 및
부품별로 설치 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 , NFC 또 는 Zigbee, 블루투 스 증 에 어느 하나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장설 비의
부품반 입, 설치 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 반출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 업공정 내 역을 수집하고, 이를 수신 한 관제서
버 또 는 모바일 단 말기가 작 업공정 내 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가
상 기 작 업공정을 원격으로 제 어하며 ,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를 통 해 실시간으로 수 집한
작 업공정 데이터를 축 적하 여 생성 한 빅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 버에 저장하고, 유지보수 서버와 공유함으 로 써 , 관리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원격지 에서 실 시간으로 공장설 비들 에 대한 작 업공정 관 리 및 제 어를 제공하고 , 장 비별 작 업공정 에 대한
분석 및 통 계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유지보수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및 방법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생산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 , NFC 또는 Zigbee, 블루투스 중에 어느 하나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장설 비의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수신한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가

작업공정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관제서 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가 상기 작업공정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 원격지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장설 비들에 대한 작업공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

[2]

배경기술
[3]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산 업 관리는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산 업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 업

시설물의 총괄적인 시스템 관리에 있어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4] 또한, 인력을 통한 산 업 시설물의 총괄 제어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시간 제어가

어려워 산 업 시설물에 대한 이상 징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산 업 시설물 운영에 따른 재해, 불량 및 위험에 대해 즉각적 인 대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5]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이 나 산 업현장에 서는 시설이나 장비의

모니터링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야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중앙 제어실에서 전반적인

현장의 상황을 감시 ,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 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이나 제한된 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 로 그 중요성이 매우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6]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기술로는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16-0034023 호 ((2016.03.29. 공개), " 인터넷 기반의 통합 웹 모니터링
시스템") 이 개시된 바 있다.

[7]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선행기술은 센서를 통해 산 업현장 내의 대상 기기의

상 태를 계측하는 다수의 계측기기 ; 계측기기와 연결되며, 계측기 기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다수의

시리얼 게이트웨이; 및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시리얼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제공받은 데이터를 출 력하는 사용자 단말기 를 제공 하는 기술이다 .

[8] 그 러나 선행기술의 경우 , 단순히 산 업현장 내의 대상 기기에 대한 계측



데이터를 원격지에 위치한 사용자 단말기 에 제공하는바, 사용자 단말기 가

일방적인 계측 데이터 수신에만 국한되어 있어 공장설비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 이를 사용자 단말기가 인지할 뿐

결국에 관리자 가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 생산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 , NFC 또는 Zigbee, 블루투스 중에 어느 하나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장설비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수신한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가 작업공정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가 상기 작업공정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

관리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공장설 비들에 대한 작업공정

관리 및 제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목적은 ,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생성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유지보수 서버와 공유함 으로써 , 장비별

작업공정에 대한 분석 및 통계자료로 활용함 은 물론 유지보수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 수단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

관리 시스템은, 공장설비 작동을 위한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되, 생산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 로 설치된 통신모듈을 통해 작업공정

데이터를 중앙관제 서버로 전송하며, 중앙관제 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 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검출 장치；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시계열적인 전력사용량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되,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중앙관제 서버 ; 및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수신하여 그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되,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위치좌표, 장비 명칭 및 장비 가동상태 를 출 력하고, 관리자 로부터 입력받은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모바일 단말기 ；를 포함한다.

[14] 또한, 통신모 듈은, RFID 태그와 RFID 리더, NFC 또는 Zigbee, 블루투스 중에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5] 또한, 중앙관제 서버는 , 구동검 출 장치로부터 수신한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식별ID별로 취합하여 생성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6] 또한, 구동검출 장치는 , 접속된 공장설 비로 공급되는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동 감지센서；구동 감지센서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및

작업공정 데이터를 중앙 관제서버로 전송하고, 중앙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모듈; 및

통신모듈 로부터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7] 또한, 중앙관제 서버는 , 구동검출 장치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수집모듈; 수집모듈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출 력하는 모니터링

모듈; 수집모듈로부터 인가받은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제어모듈;

수집모듈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식별ID별로 분류하고, 오작동
이벤트 정보 발생의 원인/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을 취합한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빅데이터 모듈; 및 제어모듈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기 등록된 모바일 단말기들의 위치좌표를 탐색하여

공장설비 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기 식별ID를 추출하고,
추출한 모바일 단말기로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는 탐색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8]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는 , 중앙 관제서버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고, 중앙 관제서 버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모듈; 수신모듈 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출 력하고, 수신모듈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이에 대한 이벤트 알람을 출 력하는

모니터링 모듈; 및 수신모듈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과 대웅하도록 공장설비를 제어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제어모듈; 을 포함한다.

한편, 전술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본 발명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은 , 구동검 출 장치가 공장설비의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관제 서버로 전송하는 (a) 단계；중앙관제 서버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는 (b) 단계；중앙관제 서버가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c) 단계 ; (c) 단계의

판단결과,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중앙관제

서버가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 비 제어정보를 구동검 출 장치로 전송하는 (d) 단계；구동검 출 장치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e) 단계 ; 및 구동검출 장치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구동검출 장치가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f) 단계 ;를 포함한다.

또한, (d) 단계 이후 , 중앙관제 서버가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식별ID별로
분류하고, 이벤트 발생의 원인/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을 취합한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g) 단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d) 단계 이후 , 모바일 단말기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를
수신하여 그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는 (h) 단계 ; 모바일 단말기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i)

단계 ; (i) 단계의 판단결과,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모바일
단말기가 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위치좌표, 장비 명칭 및 장비 가동상태를

출 력하는 (j) 단계 ; 모바일 단말기가 관리자 로부터 입력받은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 출 장치로 전송하는 (k) 단계；및 구동검 출 장치가 모바일

단말기 로부터 수신한 공장설비 제어정보에 부합하도록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1)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24]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생산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 NFC 또는 Zigbee, 블루투스 중에 어느 하나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장설비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수신한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가 작업공정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가 상기 작업공정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관리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공장설 비들에 대한 작업공정

관리 및 제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25]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생성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유지보수 서버와 공유함 으로써 , 장비별

작업공정에 대한 분석 및 통계자료로 활용함 은 물론 유지보수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6]

도면의 간단한 설명
[27] 도 1은 종래의 인터넷 기반의 통합 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28]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29]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의 구동검출

장치에 대한 세부구성을 도시한 도면.

[30]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의 중앙관제

서버에 대한 세부구성 을 도시한 도면.
[31]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의 모바일

단말기 에 대한 세부구성 을 도시한 도면.

[32]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33]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의 제S40단계

이후과 정을 도시한 순서도.
[34]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의 제S40단계

이후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35]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36] 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공지 기능 및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였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37]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S)은 각각 무선통 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구동검출 장치(10), 중앙관제

서버(20), 모바일 단말기 (30) 및 클라우드 서버(40)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38] 먼저, 구동검 출 장치(10) 는 공장설 비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되, 생산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 NFC 또는 Zigbee, 블루투스 중에 어느 하나로 구성된

통신모듈을 통해 작업공정 데이터를 중앙관제 서버(20) 로 전송하며, 중앙관제

서버(20) 또는 모바일 단말기 (30)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상기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한다.

[39] 한편, 중앙관제 서버(20) 는 구동검 출 장치(10) 로부터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시계열적인

전력사용량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되,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10) 로 전송한다.

[40] 또한, 중앙관제 서버(20) 는 구동검 출 장치(10) 로부터 수신한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식별ID별로 취합하여 생성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40) 에 업로드하고,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모바일

단말기 (30) 로 전송한다.

[41] 한편, 모바일 단말기 (30) 는 중앙관제 서버(20) 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수신하여 그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되,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위치좌표, 장비 명칭 및 장비

가동상태 를 출 력하고, 관리자 로부터 입력받은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10) 로 전송한다.

[42]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40) 는 중앙관제 서버(20) 로부터 수신한 빅데이터 및

이벤트 발생에 따른 대웅 매뉴얼을 관리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유지보수업 체

서버와 공유하여 공장설비 유지보수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43]

[44] 이하 ,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S)의 구동검 출 장치(10) 에 대한 세부구성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45] 구 체적으로, 구동검출 장치(10) 의 구동 감지센서 (11) 는 공장설 비와 접속되어

기 설정된 공장설비 작동에 따른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 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한다.

[46] 또한, 통신모듈 (12) 은 구동 감지센서 (11) 로부터 인가받은 작업공정 데이터를

중앙 관제서버(20) 로 전송하고, 중앙 관제서버(20) 또는 모바일

단말기 (30)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한다.

[47] 그 리고 제어모듈(13) 은 통신모듈 (12) 로부터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상기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한다.

[48]

[49] 이하 ,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S)의 중앙관제 서버(20) 에 대한 세부구성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50] 먼저, 중앙관제 서버(20) 의 수집모듈(21) 은 구동검출 장치(10) 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저장 및 관리한다.
[51] 또한, 중앙관제 서버(20) 의 모니터링 모듈(22) 은 수집모듈(21) 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출 력한다.

[52] 또한, 중앙관제 서버(20) 의 제어모듈(23) 은 수집모듈(21) 로부터 인가받은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 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10) 로 전송한다.

[53] 또한, 중앙관제 서버(20) 의 빅데이터 모듈(24) 은 수집모듈(21) 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식별ID별로 분류하고, 오작동 이벤트 정보 발생의 원인/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을 취합한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클라우드 서버(40) 에 업로드

한다.

[54] 그 리고 중앙관제 서버(20) 의 탐색모듈(25) 은 제어모듈(23)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기 등록된 모바일 단말기 (30) 들의 위치좌표를

탐색하여 공장설비 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기 (30) 식별ID를

추출하고, 추출한 모바일 단말기 (30) 로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전송한다.

[55] 이때, 기 등록된 모바일 단말기 (30) 는 관리자의 단말기 또는 유지보수 작업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설정될 수 있다.

[56]

[57] 이하 ,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S)의 모바일 단말기 (30) 에 대한 세부구성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58] 먼 저 , 모바일 단말기 (30) 의 수신모듈 (31) 은 중 앙 관제서 버 (20) 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 별 PLC 구동 데이터 , 부 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 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 역을 포함하는 작 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고, 중 앙 관제서 버 (20)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 한다.

[59] 또한, 모바일 단말기 (30) 의 모 니터링 모듈 (32) 은 수신모듈 (31) 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 부 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 역을 포함하는

작 업공정 데이터에 대한 시 계열적인 추 이변화를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 별로

출 력하고, 수신모듈 (31)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이에 대한

이벤트 알람을 출 력한다.

[60] 그 리고 , 모바일 단말기 (30) 의 제 어모듈 (33) 은 수신모듈 (31)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과 대웅하도록 공장설비를

제어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 (10) 로 전송 한다. 이때 ,

제 어모듈 (33) 은 관 리자의 조작을 통해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

[61]

[62] 이하 ,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 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에 대해 살피면 아 래와 같다.

[63] 먼 저 , 구동검출 장치 (10) 가 공장설 비의 PLC 구동 데이터 , 부 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 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 업공정 데이터를

수 집하 여 중 앙관제 서 버 (20) 로 전송한다 (S10).

[64] 이어서 , 중 앙관제 서 버 (20) 가 PLC 구동 데이터 , 부 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 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 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 별로 시 계열적인 추 이변화를 모니터링한다 (S20).

[65] 뒤 이어 , 중 앙관제 서 버 (20) 가 작 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 역 중 에 어느 하나의 내 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30).

[66] 제 S30단 계의 판단결과, 작 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 입, 설치위치 , 이동 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 역 중 에 어느 하나의 내 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중 앙관제 서 버 (20) 가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 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 (10) 로 전송한다 (S40).

[67] 이어서 , 구동검 출 장치 (10) 가 중 앙관제 서 버 (20)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50).

[68] 제 S50단 계의 판단결과, 구동검출 장치 (10) 가 중 앙관제 서 버 (20)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구동검출 장치 (10) 가

상 기 식별ID 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한다 (S60).

[69]

[70] 이하 ,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 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의 제S40단 계 이후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 래와 같다.

[71] 제 S40단 계 이후, 중 앙관제 서 버 (20) 가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식별ID 별로



분류하고, 이벤트 발생의 원 인/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을 취합한 빅 데이터를

생성하 여 클라우 드 서 버 (40) 에 업로드하고 제S50단계로 절차를 이행한다 (S70).
[72]

[73] 이하 ,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 신망을 이용 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의 제S40 단 계 이후 또 다른 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 래와 같다.

[74] 제 S40 단 계 이후, 모바일 단말기 (30) 가 중 앙관제 서 버 (20) 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 별 PLC 구동 데이터 , 부 품 반 입 , 설치 위치 , 이동 현황 및 부품반출

내 역를 수신하여 그 시 계열적인 추 이변화를 모니터링한다 (S80).

[75] 이 이서 , 모바일 단말기 (30) 가 중 앙관제 서 버 (20)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90).

[76] 제 S90 단 계의 판단결과,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모바일

단말기 (30) 가 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위치좌표, 장 비 명칭 및 장비 가동상태를

출 력한다 (S100).

[77] 뒤 이어 , 모바일 단말기 (30) 가 관리자 로부터 입력받은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 (10) 로 전송한다 (S1 10).

[78] 그 리고 구동검출 장치 (10) 가 모바일 단말기 (30) 로부터 수신한 공장설비

제어정보 에 부 합하도록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한다 (S120).

[79] 이상으로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을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 한 실시 예와 관 련하여

설명하고 도시하였지 만 , 본 발 명은 이와 같 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 대로의 구성 및

작용 에만 국한되 는 것 이 아니며 , 기술 적 사상의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해 다수의 변경 및 수정 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

따라서 그 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등 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 어야 할 것 이다 .

[80]

산 업상 이용가능성
[81] 본 발 명은 생산 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로 설치된 RFID 태그와 RFID 리더 ,

NFC 또는 Zigbee, 블 루투스 중 에 어느 하나의 무선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장설 비의 부품반입 , 설치 위치 , 이동 현황 및 부품반출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 업공정 내 역을 수 집하고, 이를 수신한 관제서 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가

작 업공정 내 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관제서 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가 상 기 작 업공정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 원격지 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장설 비들 에 대한 작 업공정 관리가 가능하여 공장설비 자동화에

기여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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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공장설 비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

공장설비 작동을 위한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 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되, 생산현장의 공장설비 및 부품별 로 설치된 통신모듈을 통해

작업공정 데이터를 중앙관제 서버로 전송하며, 중앙관제 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상기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검출

장치 ;
상기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시계열적인 전력사용량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되,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 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중앙관제 서버 ; 및

상기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수신하여 그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되,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위치좌표, 장비 명칭 및 장비 가동상태를

출력하고, 관리자 로부터 입력받은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상기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모바일 단말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통신모 듈은,
RFID 태그와 RFID 리더, NFC 또는 Zigbee, 블루투스 중에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중앙관제 서버는 ,

상기 구동검 출 장치로부터 수신한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식별ID별로 취합하여 생성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상기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구동검출 장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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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된 공장설비 로 공급되 는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동 감지센서 ;

상기 구동 감지센서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및 작업공정

데이터를 중앙 관제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중앙 관제서버 또는 모바일

단말기 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모듈; 및
상기 통신모듈 로부터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상기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중앙관제 서버는 ,

상기 구동검출 장치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수집모듈;
상기 수집모듈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출 력하는 모니터링 모듈;

상기 수집모듈로부터 인가받은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상기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제어모듈;

상기 수집모듈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식별ID별로
분류하고, 오작동 이벤트 정보 발생의 원인/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을

취합한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빅데이터

모듈; 및
상기 제어모듈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기 등록된

모바일 단말기들의 위치좌표를 탐색하여 공장설비 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기 식별ID를 추출하고, 추출한 모바일 단말기로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는 탐색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모바일 단말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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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앙 관제서버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중앙 관제서버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모듈;

상기 수신모듈 로부터 인가받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을 포함하는 작업공정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출 력하고,
수신모듈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이에 대한 이벤트

알람을 출 력하는 모니터링 모듈; 및
상기 수신모듈 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인가받는 경우 , 기 설정된
매뉴얼과 대웅하도록 공장설 비를 제어하는 공장설 비 제어정보를 상기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제어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공장설비 관리 방법에 있어서 ,

(a) 구동검 출 장치가 공장설 비의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관제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b) 중 앙관제 서버가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을 포함하는 공장설비에 대한 작업공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로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c) 중 앙관제 서버가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 기 (c) 단계의 판단결과, 작업공정 데이터의 부품반입, 설치위치 ,

이동현황 또는 부품반 출 내역 중에 어느 하나의 내역이 기 설정된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중앙관제 서버가 기 설정된 매뉴얼을 색인하여

생성한 오작동 이벤트 정보와 대웅하는 공장설 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e) 구동검출 장치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f) 구동검출 장치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식별ID를 포함하는 공장설비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구동검출 장치가 상기 식별ID와 대웅하는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

상기 (d) 단계 이후 ,

(g) 중 앙관제 서버가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식별ID별로 분류하고, 이벤트

발생의 원인/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을 취합한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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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

상기 (d) 단계 이후 ,

(h) 모바일 단말기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공장설비 각각의 식별ID별

PLC 구동 데이터, 부품반입, 설치위치，이동현황 및 부품반출 내역를

수신하여 그 시계열적인 추이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i) 모바일 단말기가 중앙관제 서버로부터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j) 상 기 (i) 단 계의 판단결과, 오작동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모바
단말기가 이와 대웅하는 공장설비 위치좌표, 장비 명칭 및 장비

가동상 태를 출 력하는 단계;

(k) 모바일 단말기 가 관리자로부터 입력받은 공장설 비 제어정보를

구동검출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1) 구동검출 장치가 모바일 단말기 로부터 수신한 공장설비 제어정보에

부합하도록 공장설비의 PLC 구동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 공장설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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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0-2015-0049420 A 2015/05/08 어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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