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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는 전자기기,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걸처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작기계를 자동화 하기
위한 machine tending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신형
공작기계들은 OPC UA나 MTConnect와 같은 다양한 통신 프로
토콜을 지원하며 auto-door와 같은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상
대적으로 간단하게 machine tending구현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형 레거시 공작기계의 경우
machine tending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형 레거시 공작기계의 machine tending 방법을 소개한
다. Auto-door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전용 메커니즘을 개발, 부
착하였으며 공작기계 상태 확인을 위해 deep learning기술을 적
용하였다. 개발된 기술을 실제 공작기계에 설치하여 검증하였다.
Abstract

1. 서

론

2.2 Foot switch 메커니즘

공작기계는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전자기기, 자동
차 등 다양한 공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 로봇 머니퓰레이터를 이용해서 공작기계를 무인화 하는
machine tending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형 공작
기계들은 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OPC UA)나 MTConnect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
손쉽게 로봇 머니퓰레이터와 같은 타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1][2]. 하지만 구형 레거시 공작기계는 이러한 통신 기능이 탑
재 되어 있지 않아 machine tending 구현에 제한이 있었다.
많은 구형 레거시 공작기계의 machine tending구현의 또 다른
한계점은 하드웨어적으로 foot switch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auto-door 등의 기능이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들의
자동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장비가 요구되었다. 로봇 머니퓰레이
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기능들의 자동화를 수행하는 연구도 수행
되어 왔으나 cycle time의 증가 및 로봇 하드웨어 사양 및 단가
상승의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레거시 공작기계의 machine tending구현 방법
을 소개한다. Foot switch 및 공작기계 문 계페를 위한 전용 메
커니즘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OPC UA나 MTConnect없이 공작
기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deep learning을 적용하였다. 제안
된 machine tending방법을 실제 레거시 공작기계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2. 본

<그림 1> 레거시 공작기계 (대우 PUMA CT250)

론

PUMA CT250은 chuck을 제어하기 위해 foot switch를 사용
한다 (그림 2 (a)). 이러한 foot switch는 구동을 위해 높은 압력
을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 (b)와 같이 공압 실린
더를 이용하여 foot switch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공압
실린더는 로봇의 digital output 포트를 통해 제어될 수 있다.

<그림 2> (a) foot switch and (b) foot switch 메커니즘
2.3 문 개폐 메커니즘

공작기계 문 개폐 메커니즘 역시 공압이 사용되었다. 공압 실
린더와 슬라이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별다른 공
작기계의 개수 없이 메커니즘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네오디움
자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센서가 부착되어 문의 개폐여부를 제
어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문 개폐 메커니즘의
부착 사진을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본 메커니즘 역시 로봇의
digital input 및 output port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레거시 공작기계

본 연구세어 사용된 공작기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공작기
계는 대우의 PUMA CT250 모델로 3축 CNC선반 시스템이다.
해당 공작기계는 OPC UA나 MTConnect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
을 지원하지 않으며 auto-door 또한 없어 본 연구에 적합한 공
작기계라 할 수 있다.
<그림 3> 문 개폐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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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eep learning 기반 상태 진단

Machine tending을 위해선 로봇 머니퓰레이터가 공작기계의
가공상황을 파악하여 가공이 끝나면 작업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레거시 공작기계는 OPCUA,
MTConnect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작업의 구현에 제약이 있었다. 본 과제에서 사용된 공작기계의
NC 페널을 그림 4에 나타내었으며 NC페널에 복수의 상태 LED
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ep learning
network학습을 통해 이러한 LED를 바탕으로 공작기계의 상태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ep learning network는 classification을 위한 convolutional
layer – fully connected layer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RGB
image 입력을 받아서 LED의 ON/OFF여부를 classification 하도
록 하였다 [4]. Classification 강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data augmentation을 통해 충
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거시 공작기계의 machine tending을 수행하
였음. Deep learning 기반 classifier를 이용하여 레거시 공작기
계의 소프트웨어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였으며 하드웨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oot switch mechanism 및 문 개폐 메커니즘을
설계 제작하였음. 향후 공작기계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deep
learning 기반 파지점 인식 기술 적용을 적용, 지그 없는
machine tending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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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레거시 공작기계 NC패널

2.5 전체 시스템 구성 및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achine tending 시스템의 전체 모습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로봇은 작업물 이송에 충분한 가반중량
확보를 위해 Universal Robots사의 UR10e가 사용되었으며 학습
된 deep learning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로봇 end-effector에
RGB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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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 시스템 구성

가공 전 모재의 위치와 가공이 끝난 부품의 위치는 일정하다
고 가정하였으며 지그를 통해 위치를 설정하였다. 로봇 제어기
는 지그 및 척의 위치를 알 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모재 파지,
척에 모재 설치, 문 닫기, 가공 시작, 상태 모니터링, 문 열기,
파트 추출 및 배치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하였음.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이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공작기계의 machine tending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NC페널의 오류 LED
인식을 통해 가공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사용
자에게 알릴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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