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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ndustry Business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Industry 4.0이다. 1차 산업혁명인 증기기관의 발명, 

대량생산 및 자동화로 대변되는 2차 산업혁명, IT가 산

업에 접목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Industry 4.0은 생

산기지와 생산품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

전한 자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

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이라

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Industry 4.0의 뼈대가 되는 IoT(Inte 

rnet of things)의 요구에 HMI(Human machine 

Interface)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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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공장의 모든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인터넷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타 장비에 유연하게 보내

는 트랜스페어런트 팩토리(Transparent Factory)의 

중요성을 인지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연결성이 중요한 

사물인터넷(IoT)의 개념을 혁명이 아닌 진화로 보고, 

IOT 기술을 바탕으로 자사의 혁신적인 이더넷 통신 기

반의 제품 및 솔루션을 제시해왔다.

Proface by Schneider Electric에서도 이러한 트렌드

에 한발 앞서 다양한 HMI 솔루션을 제안해 왔다. 시대

적 요구인 사물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Remote HMI, 

GP-Viewer, Pro-Server 등의 Remote Monitoring 및 

Control Solution 기능 등 FA를 선도하는 여러 타 제조

사와의 Collaboration Solution 등이 그것이다. 특히 

Remote HMI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obile 기기를 

통하여 제조현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제어

도 가능한 준비된 Industry IoT Sol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 현장의 정보를 사무실 등 원격지의 

PC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MS(Factory Monitoring System)도 제안하고 있다.

Remote HMI 

Remote HMI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장비의 

HMI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다. 또한 표시기는 장비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지난 

30여 년 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표시기를 휴대할 수 있

는 새로운 개념의 솔루션이다. Pro-face Remote HMI 

소프트웨어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오퍼

레이터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HMI 스크린 상

태를 원격으로 체크할 수 있다. iPhone, iPad, iPod 

touch와 Android를 지원하며, Pro-face Remote HMI 

소프트웨어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모바일 장치를 서

브 디스플레이로서 HMI 동작을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크고 긴 장비의 라인을 취급하는 장치 메이커

의 경우, 디버그의 체크용 리모트 단말기로써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상 장비 또는 설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은 인원으로 장

비 모니터링 및 조작이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한 기기

를 동작 정지 전에 에러의 원인을 확인하여 선제 조치

할 수 있다. 클린룸 환경의 경우, 방진복으로 갈아입어

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클린룸 내부의 기계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또한 3G, 4G망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된 장비에도 접

속할 수 있어 Maintenance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

다. 장치의 차별화 및 장비의 부가가치 상승을 도모한

다면 Remote HMI는 간단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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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대에 주목받는 HMI 기술

FMS(Factory Monitoring System) 

생산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은 예전부터 있

었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 도입 중이다. 하지만 구현 방

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구축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등 대형 Plant가 아닐 경우 생각보다 어려운 작

업이 될 수 있다. 이에 Touch Screen을 통한 현장 모니

터링이 가능한 Factory Monitoring System이 솔루션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Controller와 연결되어 있는 

Touch Screen에는 장비의 운전상태 및 생산 현장의 각

종 정보가 모이게 되며, 이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궁

극적으로 생산라인 전체를 모니터링한다는 것과 동일하

다. 이때의 Touch Screen이 생산라인과 사무실을 연결

하는 Gateway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한 조작 환경 제공

System Configuration

FMS 상위 Kit
+

Pro-Server EX

FPD 운반 기계 GP4000 Series
Ethernet

접속 기기

중앙감시
시스템용 PC

Card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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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Monitoring System의 주요 기능을 위와 같

이 소개할 수 있다.

FMS는 생산 현장의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알람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고, 조작 이력 관리를 통해 원인분석이 용이하다. 이

는 결국 생산 현장의 Downtime을 줄일 수 있는 밑바

탕이 될 것이다.  

1.  각 장비의 상태를 Touch Screen 화면에 표시하고,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원격 모니터링한다.

2.  에러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람정보를 

PC에 표시할 수 있다.

3.  개인별 인증 기능을 통해 조작자의 조작 이력을 가져와서  

조작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4.  알람, 조작 로그가 PC에 저장되어, 

장비 정지 요인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알람 발생

PC에서 권한 설정

ID 인증

CSV 형식이므로 
Excel로 즉시 저장 가능

Err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