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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현장의 모든 분야에서 IT 

융합기술은 다양하게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다. 

IT 융합의 개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 데이터처리 기술을 포함하여 기존의 

상용화된 기술을 다른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그 

시너지효과 얻는데 있다. 

뿌리 산업인 사출성형분야도 IT 기술의 

적용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 성형기 금형 내부의 위치에 

따른 압력과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용된 IT 기술과 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성 
 
사출 성형기의 금형 내부 압력과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추었다. 1. 금형을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압력센서와 
온도센서를 설계한 금형에 장착한다. 3. 
Amplifier 부분은 센서의 신호를 받아 증폭과 
필터링을 한다. 4. 증폭된 신호를 A/D 
Converting 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임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5. 저장한 데이터를 무선 모듈을 통해 
Embedded Controller 에 전송한다. 6. 여러 

장치 에서 전송한 ADC 데이터를 

하나의 Embedded Controller 에 수신한다.  

7. 하나의 Embedded Controller 로 수집된 

데이터를 DB 시스템에 전달한다. 8. 

DB 시스템에 모인 데이터는 각각 분류 기준에 

맞춰 저장하고 상위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다. 

Fig. 1 Data Acquisition System composition 
 

2. Sensor & Amplifier 
 
금형 내에 장착되는 센서는 압력센서와 

온도 센서 두 종류의 센서가 사용된다. 
압력센서는 Kistler 사의 913xB 시리즈를 

사용한다. 크기가 작고 넓은 범위의 압력 
측정이 가능하고 높은 Resolution 으로 압력의 
작은 변화도 측정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Quartz 소자를 통해 
전하량의 변화를 일으킨다. 센서에서 발생한 
전하량 변화는 Kistler 사 Sensor 의 전용 
Amplifier 인 Kistler 사의 COMO 장비를 
이용하여 신호를 증폭하고 필터링을 통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 
상위 장비로 전송하게 된다.  

온도센서는 K-type 열전대를 사용하며, 이 
열전대 온도센서는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여 온도에 따라 기전력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열전대는 응답속도가 빠르고 오차가 적고 
넓은 범위의 온도측정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열전대의 기전력을 ADC 에서측정할 
수 있는 전압 신호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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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회로가 내장된 열전대 전용 Amplifier 인 
AD595 Thermocouple Amplifier 를 이용한다. 
 

3. WiFi Wireless Communication Module 
 
금형 내에 장착되는 센서는 압력과 온도 

값을 사용자가 확인할 장비에 전달하기 위해 
WiFi 통신 모듈을 사용한다. WiFi 통신은 IEEE 
802.11n 표준규약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이다. 

IEEE802.11n 은 데이터 통신속도가 150 
Mbps 에서 600 Mbps 이며 AP 를 중심으로 
Network 를 형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된 
WiFi 모듈은 AP / STA 두 개의 동작모드 선택이 
가능하여 AP 모드로 동작하는 모듈을 중심으로 
Network 를 형성 할 수 있어 별도의 AP 장비가 
필요 없다.  

센서노드에서 발생한 신호의 디지털 값을 
Embedded Controller 에서 받기 위해 Embedded 
Controller 에 장착된 WiFi 모듈을 AP 모드로 
설정하고 이 모듈의 IP 를 Gateway 로 놓고 이 
AP 에 접속할 모듈들 에게 DHCP 또는 
Static 으로 IP 를 할당한다. 또한 소켓통신의 
Sever 모드로 설정하여 다른 모듈들의 
소켓접속을 기다린다. 센서노드에 장착된 WiFi 
모듈들은 STA 모드로 설정하여 Embedded 
Controller 에 장착된 모듈에서 생성한 
Network 에 접속한다. 이후 소켓통신의 Client 
모드로 동작하여 AP 모듈의 Server 에 연결을 
요청하고 Embedded Controller 와 소켓통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센서노드는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시리얼통신으로 받아 WiFi 를 
통해 소켓통신으로 전송하고, Embedded 
Controller 는 WiFi 를 통해 소켓통신으로 
수신한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4. Embedded Controller 
 
여러 개의 센서노트에서 무선으로 받은 

데이터들을 Embedded Controller 에서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의 내용 중 데이터의 신뢰와 
기기간의 식별을 위한 데이터 등과 같이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 외의 것들은 버리고 
센서의 ID 와 Type, 측정 데이터 값 만을 
남긴다. 그리고 데이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저장한다. 
메모리 영역에 가상의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식별자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의 해당 
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갱신된 
데이터들을 Database 가 구축되어있는 Sever 로 
전송을 한다.  
 

5. Database 
 
Database 는 데이터 수집을 Embedded 

Controller 에서 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비로 보내기 전에 저장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신된 데이터는 Sever 의 메모리 영역 
가상 테이블에 식별자를 통해 분류되어 
갱신되면 DB 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가상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사용자의 장비에서 데이터 요청이 있을 
경우 가상테이블 값과 DB 에 저장된 값을 
같이 전송하여 현재 값과 이전 값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다.  

 
Fig. 2 Sensor Data Communication Path 

 
4. 결론  

뿌리 산업인 사출 성형기 시스템에 WiFi 

무선 센서노드 기술을 적용하여 금형 내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Database 까지 

데이터를 빠른 통신 속도로 송수신하여 금형 

데이터를 장시간에 걸쳐 대용량으로 저장 및 

사용 가능하여 진단 및 추론 Application 에 

적용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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