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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장비 관점에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장비 자체의 자율적인 

제어(autonomous control)와 장비-장비 간 혹은 장비-시스템 간 

협업적인 운영(collaborative operation)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 특히 기계장비의 지능화를 바탕으로 장비와 장

비 간, 복수 장비와 상위 생산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및 통신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2,3]. 현대의 생산시스

템에서 CNC 공작기계 기반의 기계 가공 셀은 이기종의 CNC 제
어기를 채용하는 기계장비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데이터 통합

의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4]. 따라서 생산시

스템에서 이기종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 통신 인터페이스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

토콜을 적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CNC 공작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은 OPC 

UA[5]와 MTConnect[6]가 대표적이다. 기계장비 단에서 CNC 등의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31:3 (2022) 169~176

https://doi.org/10.7735/ksmte.2022.31.3.169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ISSN 2508-5107(Online)

스마트 제조를 지원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윤주성a*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Operation Management System for 
Multi-Vendors’ CNC Machine Tools Based on Standardized 

Interfaces to Support Smart Manufacturing
Joo-Sung Yoona*

a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Received 18 April 2022
Revised 27 April 2022
Accepted 2 May 2022

In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as machining cells comprise machines 
employing different types of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s (CNCs), the data 
exchange between multiple machines and information systems is very important. 
To secure interoperability between systems, standardized communication 
protocols such as OPC UA or MTConnect can be applied. Generally, by applying 
the standard protocol, the data acquisition module is implemented using the 
communication library provided by CNC makers, and the application is 
implemented in the required standard’s client development environment. Herein, 
we propose an integrated operation management system for multi-vendors’ CNC 
machine tools based on OPC UA and MTConnect to provide consistent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methods. The system architecture included a data 
acquisition module of OPC UA and MTConnect using the unified NC interface 
developed previously and an integrated database directly connected to both the 
clients; a reference data model was provided for each component to maintain data 
consistency.

Keywords:
Smart machine tool system
CNC data integration
OPC UA
MTConnect
Smart manufacturing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249-2623

E-mail address: jsyoon@kyungnam.ac.kr (Joo-Sung Yoon).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35/ksmte.2022.31.3.169&domain=http://journal.ksmt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Joo-Sung Yoon

170

데이터 포인트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부분과 운영 시스템 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활용 

시스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OPC UA와 MTConnect 
표준에서 이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 관점에서 CNC 제어기와 연결하여 OPC UA 
server 또는 MTConnect adapter를 적용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CNC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통신 라이브러리를 사용

해야 하기 때문에 CNC 메이커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라이브러리

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구현하게 된다. 또
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 관점에서는 해당 표준의 client 개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표준으로 통일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CNC 공작기계의 가상화 모델 개발을 위해 

OPC UA 기반 정보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연구[7]나 네트워크 기반의 

유연한 제조환경 구축을 위해 MTConnect를 적용하여 기계장비의 

공정진단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8]가 있으나 단일 장비를 대상으로 

해당 CNC에 특화된 방식으로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한 형태

이다. 또한 이기종의 CNC 장비를 대상으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솔루션[9]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MTConnect나 OPC UA 
단일 표준으로 통합할 있는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OPC UA 
server와 MTConnect agent를 연결하여 다수의 장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10]이 출시되고 있으나 장비마다 서로 다른 주소와 

명칭을 사용하는 데이터를 비정형화된 상태로 수집하여 가시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OPC UA와 MTConnect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companion specification이 개발되어 있어[11] 두 표준 

간 변환 모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여 두 표준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 client 단에서의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CNC 메이커 마다 개별적으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이기종 CNC로 구성된 기계가공 셀에서 두 

가지 표준 인터페이스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

터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unified NC interface[12]와 MTConnect 및 

OPC UA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연동한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기종 CNC 공작

기계 통합운영 시스템의 전체 구조 및 상세 모듈의 기능을 제시하

고 여기에서 참조하는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 스키마를 3장에서 정

의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구동 

로직을 구체화하여 구현한 결과를 제시하고, 구현 결과를 바탕으

로 이기종 CNC와 MTConnect 및 OPC UA 인터페이스가 적

용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들의 

작동성을 5장에서 검증한다.

2.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

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크게는 기계장비 단의 데이터 수집/전송

에 대한 모듈들과 운영시스템 단의 데이터 저장/활용 모듈들로 나

누어진다. 기계장비 단에서는 공작기계의 CNC에 데이터를 요청

하고 받아 오는 통신 라이브러리와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기

능이 포함되며, 운영시스템 단에서는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된 데

이터를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요청하여 받아 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과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여 분석하고 가시화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 통합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공작기계에 탑재된 CNC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엑세스하는 방식의 상이함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고, 다른 

하나는 CNC 공작기계 데이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OPC UA와 MTConnect를 모두 수용하여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통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은 unified NC interface로 CNC와 연결

된 OPC UA server와 MTConnect adapter를 포함하고 OPC UA 
client와 MTConnect client에 연동된 integrated DB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applications가 구동되는 구조를 취한다. 여기서 OPC UA 
server의 address space 노드, MTConnect adapter/agent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 integrated DB의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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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데이터 테이블 구조는 3장에서 제시할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 

스키마를 참조하여 구성된다.
Unified NC interface는 서로 다른 주소체계의 이기종 CNC에

서 동일한 CNC 데이터 엑세스 기능을 동일한 이름의 함수로 재

정의하여 캡슐화하고 API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OPC UA server
와 MTConnect adapter에 CNC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CNC 통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CNC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OPC UA server는 OPC UA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NC 
장비 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모듈로서, 일반적으로는 

CNC 고유의 통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나 제안

된 시스템에서는 unified NC interface를 사용함으로써, 이기종 

CNC에 공통 적용 가능한 모듈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MTConnect 
adapter는 MTConnec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 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토콜에서 요구되는 형태로 변환하여 MTConnect 
agent로 전송하는 모듈이며, 제안된 시스템의 OPC UA server와 

마찬가지로 unified NC interface의 API를 사용하여 이기종 CNC
에 공통 적용 가능한 형태이다. MTConnect agent는 MTConnect 
client의 요청에 따라 XML 문서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

듈이며, MTConnect adapter와 기능적으로는 분리되나 구현 시

에는 동일한 하드웨어에 설치되거나 별도의 하드웨어에 설치될 

수 있다. 
MTConnect client와 OPC UA client는 각각 상응하는 프로토

콜에 따라 데이터를 요청하고 전송받아 통합운영 시스템의 애플리

케이션에서 두 가지 표준 프로토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수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integrated DB에 업데이트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Integrated DB는 통합운영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의 데이터 소스의 역할을 하며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된 데이

터를 저장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를 관리한다. Applications는 다수의 이기종 CNC 장비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현재의 CNC 장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기능과 과거 작업이력을 바탕으로 문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이력관리 및 분석 기능

을 포함한다.

3.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 스키마
제안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제안된 시스템에는 CNC 장비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연결하는 이기종 CNC에 대한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수집 

장치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결하는 OPC UA 및 MTConnect 
표준에 의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포함되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원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기계장비 단의 CNC 맵에 

기록된 데이터가 운영시스템 단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 

구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에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 이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을 unified NC 
interface에 대한 CNC 통신 함수 설정 및 OPC UA server에 대한 

address space 모델링, MTConnect adapter에 대한 XML 스키마 

모델링, integrated DB의 테이블 구성에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전송, 저장 및 활용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 컨텐츠는 CNC에서 제공하는 통신 라이

브러리를 통해 엑세스 가능한 180여 종의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다수의 장비를 모니터링/운영/관리하는 운영시스템 단의 애플리케

이션의 기능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37종의 데이터 

항목을 추출하여 축 및 스핀들에 대한 기계상태, 이송속도 및 회전

속도와 같은 공정조건, 알람발생 상태, 사용 중인 공구 및 NC 프로

그램, 가공시간 및 가공수량과 같은 작업실적 정보가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구조적으로는 CNC 장비를 나타내는 machine_tool을 최상위 엔

티티로 하여, 대부분의 데이터 항목들은 계통을 표현하는 channel 
엔티티 아래로 계통 별로 구조화된다. 각 채널 별로 하나 이상의 

축과 하나 이상의 스핀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axis 엔티티와 spindle 
엔티티의 속성으로, 축과 스핀들의 상대운동으로 표현되는 이송 

정보는 feed 엔티티의 속성으로, 활성화된 공구와 실행 중인 프로그

램에 대한 데이터들은 program 엔티티와 tool 엔티티의 속성으로 

모델링 되었으며, 알람발생 정보들은 alarm 엔티티에서, 작업실적 

정보들은 work_process 엔티티에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공정조건

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되는 이송속도와 회전속도는 각각 feed 엔티

티와 spindle 엔티티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지령값과 측정값, 속도 

단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speed 엔티티를 추가하여 speed 타입으로 

표현된다.

Fig. 2 EXPRESS-G schema of reference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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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핵심 구성요소 구현 

4.1 Unified NC interface 표준 API
Unified NC interface는 이기종 CNC에서 제공하는 상이한 

CNC 데이터 엑세스 방식을 표준화하여 API 형태로 구성된다. 
Table 1은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에 포함된 데이터 항목들을 수집

하기 위해 사용된 unified NC interface의 API 함수 리스트와 함

수의 입력 파라미터 인자들을 나타낸다. unified NC interface의 

API 함수를 적용하여 OPC UA server와 MTConnect adapter를 

구현함으로써, 각 CNC 별로 고유의 CNC 통신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여 OPC UA server와 MTConnect adapter를 개별적으로 구

현할 필요 없이 이기종 CNC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unified 
NC interface 기반 OPC UA server와 unified NC interface 기반 

MTConnect adapter를 구현하여 이기종 CNC 장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2 Unified NC interface 기반 OPC UA server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 스키마를 참조하여 정보모델을 구성하

고 Unified Automation의 UaModeler를 사용하여 address 
space에 노드들을 정의 및 추가하여 노드 매니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클래스화함으로써 OPC UA server 구성을 위한 모델링 

과정을 수행한다. OPC UA server의 address space를 구성하는 

노드에 CNC에서 발생되는 실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 unified 
NC interface의 표준 API를 적용한다. OPC UA server의 

address space에서 노드와 노드의 참조관계로 형성된 정보모델 

데이터를 Unified Automation OPC UA server SDK의 API를 

활용하여 메시지 형태로 변환하고 통신 스택에 전달하도록 구현

하였다.

4.3 Unified NC interface 기반 MTConnect adapter/agent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 스키마를 참조하여 MTConnect agent와 

MTConnect client 간 데이터 교환 구조를 XML 스키마 파일로 

작성하고 XML 스키마 파일은 XML 응답 파일의 기본 스키마로 

적용한다. MTConnect adapter는 CNC와 직접 연결되어 실데이터

Table 1 API list of unified NC interface 
Data property API function Parameter
nc_link_state getNcLinkState()

machine_id
operate_mode getOperateMode()
alarm_status getAlarmStatus()

machine_id, 
channel_number

feed_rate.commanded_speed getCommandedFeedRateSpeed()
feed_rate.actual_speed getActualFeedRateSpeed()
feed_rate.speed_unit getFeedRateUnit()
feed_override getFeedOverride()
rapid_override getRapidOverride()
current_work_counter getCurrentWorkCounter()
target_work_counter getTargetWorkCounter()
processing_machining_time getProcessingMachiningTime()
alarm_text getAlarmText()
alarm_number getAlarmNumber()
alarm_category getAlarmCategory()
alarm_stamp getRaisedTimeStamp()
tool_number getActiveToolNumber()
tool_name getActiveToolName()
tool_type getActiveToolType()
program_name getCurrentProgramName()
program_path getCurrentProgramPath()
program_status_mode getProgramMode()
current_sequence_number getCurrentSequenceNumber()
program_modal getProgramModal()
axis_name getAxisName() machine_id, 

channel_number, 
axis_number

axis_load getAxisLoad()
axis_power_consumption getAxisPowerConsumption()
rpm_override getRpmOverride()

machine_id, 
channel_number, 
spindle_number

spindle_power_consumption getSpindlePowerConsumption()
spindle_load getSpindleLoad()
rpm.commanded_speed getCommandedSpindleSpeed()
rpm.actual_speed getActualSpindleSpeed()
rpm.speed_unit getSpindleUnit()

Fig. 3 Moldeling example for address space of OPC UA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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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unified NC interface의 표준 API
를 적용하여 CNC와 연결하고 SHDR(simple hierarchical data 
representation) 프로토콜에 따라 timestamp|name|value|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도록 변환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MTConnect agent는 SHDR 프로토콜 형식의 데이터를 

MTConnect adapter로부터 받아 데이터 버퍼에 임시 저장하고, 
MTConnect client에서 HTTP GET 형식의 URL을 사용하여 데

이터를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들을 XML 문서 형태로  TCP/IP 프
로토콜을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4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된 integrated DB 
OPC UA와 MTConnect의 두 가지 표준 인터페이스 모두를 수

용하고 추후에 다른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더라도 확장 가능한 형태

가 되도록 제안된 시스템 내에 integrated DB를 구성한다. 
Integrated DB에는 OPC UA client와 MTConnect client에 전송

된 CNC 장비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통합 운

영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integrated DB를 데이터 소스로 

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Integrated DB의 DB 스키마에 관해서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 속성들을 반영하

여 CNC 장비 데이터를 저장하는 설비 원시 데이터 테이블을 

정의하고 통합 운영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데

이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공/처리된 가동율, 가동유형, 비가

동유형, 가동시간, 가공수량 둥 통합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데이

터 항목을 설비 가동 이력 데이터 테이블을 Table 2와 같이 정

의하고 구현하였다.

5. 시스템 구동 테스트 및 검증
5.1 테스트 환경 구축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환경은 Fig. 4와 같이 Fanuc, 
Simens, CSCAM의 서로 다른 3개 기종의 제어기의 NC 커널, 
3개 축과 스핀들에 대한 모터 드라이브 모듈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구성된 CNC 시뮬레이터 지그와 이더넷 통

신으로 연결된 데이터 수집 PC 및 애플리케이션 PC로 구성된다. 
Fig. 5과 같이 데이터 수집 PC는 각 CNC에 대한 OPC UA 

server 혹은 MTConnect adapter/agent를 포함하고 있으며, 
unified NC interface를 통한 이기종 CNC 통합과 OPC UA 및 

MTConnect의 표준 프로토콜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Fanuc 
CNC와 Siemens CNC의 데이터 수집 PC에는 MTConnect를, 
CSCAM CNC에는 OPC UA를 적용하였다. 이 때 Fanuc CNC
와 Siemens CNC의 데이터 수집 PC에 적용된 MTConnect 
adapter는 unified NC interface 표준 API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Table 2 Table specifications for of integrated DB 
Table specifications

Table name TB_MACH_
STAT_HIST Description Storing history data 

of machine status
Column name Property Type PK
IDX identification numeric(18, 0) True
MACHINE_CODE machine ID code nvarchar(20) False
PRODUCT_CODE product ID code nvarchar(50) False
STATUS machine status int False
START_DATE start date of machine status date False
START_TIME start time of machine status datetime False
END_DATE end date of machine status date False
END_TIME end time of machine status datetime False
STATUS_MIN time interval of machine status int False
STOP_CAUSE_ID ID of cause for machine stop numeric(18, 0) False
PRODUCT_COUNT counter of machining items int False

Fig. 4 Testbed infrastructure

Fig. 5 Test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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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마찬가지로 애플리

케이션 PC는 두 가지 표준 프로토콜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OPC UA client와 MTConnect client에서 integrated DB에 데이

터를 업데이트하고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에서 이 데이터들을 가

시화한다.
개발 환경은 .NET Framework 4.5 기반의 Visual Studio 2012 

professional에서 C++와 C#을 사용하였으며, Siemens의 Program 
Package 4.7과 Fanuc의 FOCAS2 Library 4.2, CSCAM의 

U-Com을 CNC 통신 라이브러리로 채용하였다.

5.2 테스트 및 검증 결과 
제안된 시스템의 구동 테스트는 (1) 이기종 CNC에 대한 공통으

로 적용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와 (2)두 가지 표준 인터페이스를 

수용 가능한 통합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전자를 검

증하기 위해서 Siemens CNC와 Fanuc CNC에 적용된 동일한 

MTConnect adapter의 작동성을 확인하고, 후자를 검증하기 위해

서 MTConnect로 수집된 Siemens CNC와 Fanuc CNC의 데이

터와 OPC UA로 수집된 CSCAM CNC의 데이터가 integrated 
DB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에서 가시화되는 것을 확인하

는 방식으로 테스트하였다.
각 CNC에서 NC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공정 수행에 따라 데이

터가 발생되고 Siemens CNC의 HMI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Fig. 6과 같이 MTConnect client에서 XML 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한 MTConnect adapter를 적용한 Fanuc CNC의 

데이터들도 같은 형태로 수집된다. 또한 CSCAM CNC의 HMI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Fig. 7과 같이 OPC UA clie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ig. 8와 같이 MTConnect를 통해 수집된 

Siemens와 Fanuc 데이터들과 함께 모두 integrated DB에서 쿼리

하여 조회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Fig. 9과 같이 통합운영 시스

템의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를 통해 가동상태, 가동이력, 작동모드 

등의 정보로 가공되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기종 CNC 장비로 구성된 제조셀에서 MT 

Connect와 OPC UA 표준 프로토콜을 모두 수용하여 통합운영할 Fig. 6 Example of CNC data collection via MTConnect

Fig. 7 Example of CNC data collection via OPC UA

Fig. 8 Example of CNC data stored in integrated DB

Fig. 9 Example of monitor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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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을 제안하고, 데이

터에 대한 통합된 뷰를 제공하는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

여 핵심 구성요소를 구현하고 작동성을 검증하였다. 이기종 CNC의 

통신 라이브러리를 캡슐화하여 통합된 API를 제공하는 unified 
NC interface를 기반으로 MTConnect adapter와 OPC UA 
server를 구현함으로써 이기종 CNC 공용의 MTConnect adapter 
및 OPC UA server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T 
Connect client와 OPC UA client에서 전송 받은 CNC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DB에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구현함

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표준 인터페이스를 

모두 수용하는 데이터 활용체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합운영 시스템의 이기종 CNC 공용 

MTConnect adapter 및 OPC UA server은 CNC 공작기계의 제

조 관점에서 수요에 따라 이기종의 CNC를 채용하는 장비를 생산

하고 해당 CNC에 대한 MTConnect adapter나 OPC UA server 
모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기종의 CNC 장비로 구성된 제조셀을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CNC 장비가 지원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이 장미마다 OPC 
UA와 MTConnect로 다른 경우 OPC UA client와 MTConnect 
client와 연동된 통합 DB를 활용하여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CNC 
통신부 구현 없이 DB에서 CNC 장비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안된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을 통해 CNC 데이

터 인터페이스 항목, DB 테이블의 컬럼 속성을 일관된 형태로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CNC 데이터 활용 및 장비 운영관

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기종 CNC로 구성된 가공셀에서 통합적인 CNC 

데이터 활용 및 셀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구성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장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과 

과거 작업이력을 바탕으로 문제 원인 분석 및 최적 운영을 수행하

는 통합 이력분석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합 모니터링 측면에

서는 가공셀 전체 상태를 요약적으로 가시화하는 대시보드나 개별 

장비 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별 가공 공정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셋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통합 이력분석 측면에서는 NC 알람에 

대한 설비별, 코드별, 시간대별 알람 이력분석, 장비상태의 핵심 

요소인 스핀들 로드 모니터링 및 한계치 알람이력을 연계한 스핀

들 로드 분석 등 개별 장비 상태와 장비 이상 데이터에 대한 바탕으

로 가공셀 전체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은 이기종 CNC 공작기계로 

구성된 제조셀을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적용될 수 있

을 뿐 아니라, 기계장비 단의 데이터 수집/전송에 대한 모듈들은 

CNC 장비 데이터 수집/전송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수 있고, 운영

시스템 단의 데이터 저장/활용 모듈들은 CNC 장비 데이터 응용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구성으로 

공작기계 제조사 및 제조 응용 SI 업체 등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CNC 공작기계용 스마트공장 운영

시스템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저작도구를 포함한 플랫폼화에 제안

된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해 해당 기

능들을 재구성하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활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후 기
이 연구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12807).

References

[1] Jeon, B. W., Yoon, J. S., Um, J. M., Suh, S. H., 2020, The 
Architecture Development of Industry 4.0 Compliant Smart 
Machine Tool System (SMTS), J. Intell. Manuf., 31 1837-1859, 
https://doi.org/10.1007/s10845-020-01539-4.

[2] Yoon, J. S., Nam, S. H., Baek, J. Y., Kwon, K. E., Lee, D. H., Lee, 
S. W., 2013, Process Management Systems for Integrated 
Real-time Shop Operations in Heterogeneous Multi-cell based 
Flexi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22:2 281-286, https://doi.org/10.7735/ksmte. 
2013.22.2.281.

[3] Song, K. H., Jeong, H. J., Lee, D. Y., Kim, B. H., 2020, Package 
Software Configuration and Cloud-based Service System for 
Building a Smart Factory in the Root Industry,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29:4 323-330, https://doi.org/10.7735/ 
ksmte.2020.29.4.323.

[4] Groover, M. P., 2015, Automation, Production Systems, and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4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London, U.K..

[5] IEC, 2020, OPC Unified Architecture - Part 1: Overview and 
Concepts, IEC 62541-1:2020,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Geneva. 

[6] MTConnect Institute, 2021, MTConnect® Standard Part 1.0 - 
Overview and Fundamentals Version 1.8.0, MTConnect® 
Standard Part 1.0 Version 1.8.0,  McLean, VA. U.S.A..

[7] Nam, S. W., Choi, J. H., 2021, OPC UA-based Modeling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Processing Machines, Proc.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Autumn Conf., 399.

[8] Hwang, S. H., Min, B. K., 2019, Machining Process Monitoring 



Joo-Sung Yoon

176

using MTConnect, Proc. Korean Soc. Precis. Eng. Autumn Conf., 
254.

[9] Mazak Corporation,  n.d., viewed 16 April 2022, Digital Solution, 
MTConnect, <https://www.mazakusa.com/machines/technology/ 
digital-solutions/mtconnect/>. 

[10] Fanuc Corporation, n.d., viewed 16 April 2022,  Connectivity, 
MT-LINKi, <https://www.fanuc.eu/il/en/cnc/connectivity/ 
mt-linki>. 

[11] OPC Foundation,  2019,  OPC UA for MTConnect, Part 1: Device 
Model, OPC 30070-1, OPC Foundation, Scottsdale, AZ. U.S.A..

[12] Yoon, J. S., Park, I. H., Sohn, J. H., Kim, H. J., 2018, Development 
of Unified Interface for Multi-vendors' CNC based on Machine 
State Model, J. Korean Soc. Precis. Eng., 35:2 151-156, 
https://doi.org/10.7736/KSPE.2018.35.2.151.

Joo-Sung Yoon 
Assistant professor in the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 is smart 
machine tool system and intelligent HMI of 
CNC. 
E-mail: jsyoon@kyungnam.ac.kr 


	스마트 제조를 지원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ABSTRACT
	1. 서론
	2. 이기종 CNC 공작기계 통합운영 시스템 구조
	3.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 스키마
	4. 시스템 핵심 구성요소 구현
	5. 시스템 구동 테스트 및 검증
	6.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