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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

의 간  완성 제품에 한 분석은 필수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작업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수

작업에 의한 분석 시료가 제조되고 있고 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분석 자동화를 한 멀티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이들 장치의 유기 인 동작과 자동화를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고 이들 장치의 신뢰성 검증을 

한 실험을 통하여 표  용액 조제를 한 정량 펌 의 정확도가 ±0.01㎖의 오차 범 를 갖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Petrochemical complex has been a lot of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more mature product and analysis for mid-process 

and finished products is essential in these process. But these analyzes are still by hand work samples being manufactured in many 

parts. Moreover they are exposed to hazardous chemical and such as the analysis is being made in a very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multi control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the automated analysis. 

In addition, the organic behavior of these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the automated applied, and throughout 

the experiment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is device for the accuracy of the dosing pumps for the standard solution prepared with 

a range of error of ±0.01㎖ was able to get a very goo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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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화학공단은 가장 규모가 큰 여수를 비롯

한 울산, 산 산업단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화학 공장에서는 제품의 성분 분석을 한 분석과정

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분 분석을 해서는 

자제어 장치를 이용한 정확한 표  시료의 조제가 필

수 이며 한 독성이 강한 화학 약품들을 취 해야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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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1] 그러나 재 부분의 화학공장에서의 시

료 분석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효율성 하는 물론 작업자의 안

도 매우 심각하게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수작업에 의한 용액 조제 방법을 HMI 분석을 통해 

원하는 정확한 용액량을 맞추고 정량펌 를 이용하여 

안 한 방식으로 성분 분석을 한 용액 조제가 가능

하도록 한 분석 자동화를 한 멀티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다.[2] 제안된 시스템은 개략 으로 

분석기기와 용액 조제를 유기 으로 연동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정 한 샘 링과 용액 주입을 한 정량

펌 로 구성되도록 설계하 다[3].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시스템은 화학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

품 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안

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 사회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된다. 더불어 신흥국가로 세계 경제

를 이끌고 있는 국이 화학공단의 역을 넓히고 있

으며 만, 베트남 등이 후발주자로 시장을 확 해 가

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수 산업 단지를 비롯한 국,내외 

해당 업체들의 상용화도 단히 빨라질 것으로 기

된다. 

Ⅱ.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 자동화를 한 멀티 제어 

시스템은 화학 공정에서 생산 제품의 성분 분석을 

한 요소 작업이며 용액 양을 자동으로 매우 정확히 

교반하여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하

고자하 다. 한 시료의 오염도를 이고 신뢰성있는 

성분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라스 재질을 사용하고 로드셀(loadcell)을 이용한 정확

한 용액  샘 량 확인 그리고 로그램 제어기의 

상  계를 체계 으로 구성하며 시스템의 특성과 

실제 사용될 장의 생산 공정 기술을 유기 으로 결

합하여 우수한 성능을 갖는 분석 자동화를 한 멀티 

제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 다. 

Ⅲ. 시스템 설계  구성

3.1 제어시스템 설계

분석 자동화를 한 시스템 넬 제작의 개략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우선 으로 작

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어 시스템 기기를 한 넬

에 설치하고, 분석 과정 반에 한 모니터링을 가능

하게 하 다. 한 PLC를 이용하여 분석기기와 용액

조제 배선 라인을 유기 으로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그 과정을 PC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모니터링

하며 조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1. 제어 시스템 개략도
Fig. 1 Schematics of the control system

사용자가 PC를 사용하여 운  가능한 것은 PC 

로그램인 HMI를 이용하여 직 으로 PLC를 제어, 

컨트롤하기 때문이다.[4-7] 더불어 샘  이송 라인을 

최소화하여 오염과 샘 이 이송된 후 이송 라인에 남

아있는 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 다. 

3.2 제어 로그램 설계

PLC 기기는 여러 산업단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장치이며 부분의 생산 장비, 밸 류 등과 같은 

부속기기와도 연동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그림 2에서와 같이 PLC를 체 인 컨트롤 제어 

장치로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 고, 로그램은 분석에 필요한 장비 

즉, 구동 실린더, sol 밸 , 센서 등을 순차 이며 각

각의 동작을 유기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일반 인 경우 PLC를 사용하여 체 인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재 어떤 동작을 하는지 혹은 사용자

가 동작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료량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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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LC CPU의 제어 특성
Fig. 2 Control specifications of the PLC CPU

이와 같은 단 을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 용한 것이 HMI 로그램이고 그 구성도를 그림 

3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 HMI 구성도
Fig. 3 HMI configuration drawing

그림 3에서와 같이 모든 운  방식을 HMI를 이용

하여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효율성을 개선하 으며, 

재 PLC에 연결된 구동 기기의 동작 여부를 실시간으

로 디스 이 함으로써 사용자가 분석 진행 차를 

악하기 쉽고, 수동으로 작업시 각 구동기기를 간단

하게 PC를 이용한 클릭만으로 동작을 가능하게 하

다.[8-9]

3.1 용액조제 시스템 설계

자동 용액조제 시스템은 주로 화학공장에서 생산제

품의 성분 분석을 한 표  용액 제조 공정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액의 양을 매우 정확히 자동으로 

측정하고 교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용액 조제 장치의 개략 인 

구성도와 흐름도를 그림 4, 5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4. 용액 조제 장치의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the solution prepared system

그림 5. 용액 조제 장치의 화면 구성도
Fig. 5 Touch screen configuration of the prepared 

system

그림 4에서 용액 이동 라인은 내구성이 뛰어난 

PTFE 재질을 사용하 고 이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

기 하여 정량펌 (25KW, 220V, 60Hz)를 장착하

다.[10] 본 연구에 사용한 정량펌 는 분당 1,550rpm 

회 이 가능하며 감속기 사용으로 3.2mm 튜  사용

시 410㎖의 용액 이송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 다. 

한 정량펌 와 용액 용기 하부에 로드셀(20-400Kgf)

을 장착하여 량을 mA 단 로 변환하여 PLC에 

송하므로써 정확한 용액 조제 비율이나 무게가 잘못 

계측 되었을 때 재분석이 가능하도록 로그램화하여 

이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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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무게에 따라 정량펌 가 구동하면서 원하는 

비율의 용액을 공 하며 용액 1, 2 원액이 정확한 비

율로 조제가 가능하도록 그림 5와 같이 로그램을 

설계하 다. 

용액 조제 장치는 운 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PLC

를 주 조  장치로 이용하고 터치스크린으로 동작 상

태를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 고 이를 

터치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 다. 용액 조제는 

일반 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 상황 혹은 샘 에 

따라 원액의 비율을 달리하여 설정할 필요가 요구되

어 진다. 그 해결 방안으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함으로

써 사용자가 언제든지 용액 비율을 조  가능하게 설

계, 제작되었으며 조제 원액의 양  조제되어있는 용

액의 양을 화면으로 직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수동으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 다.

Ⅳ. 성능 평가

실리콘 튜 를 압축하여 1회 시 단 면 의 용량

만 주입하도록 되어있는 정량 펌 의 외부 제어를 기

존의 RS-232에서 DI/DO로하고 marprene 튜 를 사

용하여 모터와 펌  헤드를 연결하여 용액의 이송양

을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때 

튜  내경은 3.2mm를 사용하 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오차율은 이블의 연결상태, 

튜 에 남아있는 용량으로 약 ± 0.01㎖로 매우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구성된 용액 조제 시

스템으로 조제한 시료는 시약 1, 2의 정확한 비율로 

조제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6. 정량 펌 의 오차
Fig. 6 Error rates of quantitative control pump

그림 7은 도면으로 작성된 시스템의 실제 제작 모

습을 나타낸 것이며 HMI 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작 

상태  매뉴얼 키를 디스 이 스크린으로 제작하

여 나타낸 것이다. Main 스크린은 자동 운 이나 수

동 운 일 때 각 구동 기기의 동작 상태를 램   

색상 변화로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7. 각부의 제작된 시스템 사진
Fig. 7 Photograph of each part of the system panel

본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화학 공단의 테스트에 맞

도록 TPA 제품으로 사용하 다. TPA는 암모니아

(NH4OH) 시료를 물(H2O)과 혼합하여 TPA를 녹인 

후 자동과 수동 분석으로 투과율, 색차(△Y/YI), 

4CBA의 결과를 확인하여 그림 8, 9, 10에 각각 나타

내었다.

그림 8. 투과도 오차율
Fig. 8 Error rates for transmissivity

그림 8에서와 같이 투과율 분석 결과 오차가 ± 

0.1% 이내로 자동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색차계분석기기를 통한 색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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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의 결과는 샘 링 양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나타

났지만 그에 따른 △Y/YI 분석 데이터의 오차율이 

그림 9에서와 같이 ± 0.1 이내로 자동 분석의 신뢰성

을 확보하 다. 

그림 9. △y/yi 오차율
Fig. 9 Error rates for △y/yi analysis

△Y/YI의 측정은 색차계(minolta model CR-400)를 

이용하 으며 분석방법은 완성 제품을 녹여 분석 용 

용지인 백색 필터를 통과시키고 이를 색차계를 이용

하여 △Y(yellow, 무기물)과 YI(black, 유기물)을 기

으로한 색차를 측정하 다. 한 그림 10은 4CBA 자

동 분석과 수동 분석에 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으로 

오차율이 ± 0.1 이내로 자동 분석의 신뢰성과 수동 

분석에 의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4CBA 오차율
Fig. 10 Error rates for 4CBA

Ⅵ.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화학공장에서 수작업에 의한 제

품 성분 분석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분석 

자동화를 한 멀티 컨트롤 시스템 제작을 제안하

고 이를 실제 구 하 다. 그리고 화학공단에서 요구

되는 분석 라미터를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샘 링양, 투과도  색차등의 오차 범 가 

0.1% 이내로 확인되어 요구되어지는 0.25%의 기 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시스템을 산업 장에 공 함으로써 근로자가 

험한 화학물질에 직  노출되는 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용액조제 방법보다 안

하고 신뢰성있는 분석이 가능하여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이라는 사회  측면과 함께 신흥 화학공업을 

확장해 나가는 개발국에 공 함으로써 경제  산업가

치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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