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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센서를 사용한 솔라셀 장비의 상황인지 시스템을 설계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솔라셀 장비의 주변 및 주요 위치에 다중 센서를 
설치하고, 이러한 장치로부터 주변상황과 솔라셀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로컬메모리에 저장 후 서버에 전송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상황인지 알고리즘에 의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인지된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관리자는 상황인
지 알고리즘을 통해 판단 된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산현장과 장비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
을 갖게 된다. 오늘날 유비쿼터스 환경에 놓인 산업현장의 상황인지 시스템은 실시간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처
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다중센서, 솔라셀 장비, 상황인지, 알고리즘, 상태 모니터링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system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diverse industrial accidents available for 
taking place in the industrial field by designing a context-aware system of the solar cell equipment with the 
use of multi-sensor. It installs multi-sensor in the surrounding and major positions of the solar cell equipment, 
acquires data on the surrounding situations and solar cell equipment from this device, and then save it into the 
local memory and transmits it to the server. The saved data recognizes a situation based on the context-aware 
algorithm and judges depending on the perceived result. An administrator comes to have environment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status on the production field and equipments with real time according to the judged 
outcome through the context-aware algorithm. The context-aware system in the industrial field, which is put 
today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will become a service of offering appropriate information for dealing with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real-tim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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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황인지(Context awareness) 기술은 일상생활 곳곳

에 편재된 센서  컴퓨터들이 수집한 각종 환경정보를 

효과 으로 상호 공유하여, 사용자  주변 환경의 컨텍

스트(Context)를 감지하고 분석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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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를 

심으로 하는 주변 환경과 사용자간 혹은 사용자와 장

치간의 상호 운용성을 지능 , 자동 으로 선택하여 지

원해 으로써 사용자로 하여  정보 획득  실행을 보

다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상황인지 기술은 ‘일상 환경 속

에 편재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컴퓨  환경’인 유

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가장 요한 요소 기술 에 

하나이다[1]. 태양으로부터 기 에 지를 생성하는 솔라

셀(Solar cell) 제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조 원

천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한 주변기술의 발 으로 장비 

개선  신규도입이 빈번하며 공정별 도입된 장비의 종

류가 다양하며, 각 장비의 인터페이스 수 이 달라 표

화된 장비 리가 곤란하여 MES 내에 Application 이 각

각 구 되며 생산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Data 의 항목이 

많아지고 정 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MES 와 같은 

생산 장을 제어하는 정보시스템들의 기능변경을 유발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변경에 해 MES 에

서의 응이 늦어질 경우, MES 와 연동한 생산 장비의 

충분한 통합 Test 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산체계로 환 

후 측치 못한 장비의 문제 이 발견이 된다. 그 반 로 

생산 장비에서 의 응이 늦어져 MES 의 기능 검증이 

지연되어 양산체계로의 환이 지연되는 문제 한 발생 

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기능 변경이 빈번한 MES 에 의

존하고 있는 솔라셀 제조 장의 장비와 주변 상황을 실

시간으로 악하고 리하기 하여 다양한 센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상호 복합 으로 분석하여 제조 장 

는 장비 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 센서를 사용한 솔라셀 생산 장비의 상황인지 시

스템은 솔라셀 생산 장비 주변과 장비의 주요 부 에 

장의 상황을 인지하고 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센서 모듈 을 설치하여 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인지를 하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솔라

셀 생산 장비 주변과 장비의 주요 부 에 온도, 압력, 가

속도 센서 그리고 특정 장비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출

을 감지하기 한 가스 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이들

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서버에 송하여 상황인지 알고

리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솔라셀 생산 장비와 주변 환

경을 인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 센서 기반의 상황인지 기술을 솔

라셀 생산 장비에 용하기 하여 먼  상황인지 센서

기술과 솔라셀 장비의 상황인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다

센서 기반의 상황인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

안한다. 그리고 상황인지와 단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실험  신뢰성에 하여 평가를 

한다.

2. 다중센서를 이용한 솔라셀 장비의 

   상황인지 시스템 설계

2.1 다중 상황인지 센서

2.1.1 압력센서

압력센서는 기체나 액체의 압력을 기신호로 변환하

는 센서이며 화학, 공업 등 랜트 제어에서는 반드시 필

요하고 요한 센서이다. 유체(기체, 액체)의 압력이란 

유체에 의해서 단  면 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한다. 계

측 분야에서는 유체 압력을 단순히 압력으로 부르는 경

우가 많다. 압력 센서는 기능이 다른 3개의 불록으로 구

성된다.  감압 요소(pressure sensing element)는 압력을 

받았을 때 변 가 일어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진 기계

 요소로써, 압력을 기계  운동(변 )으로 변환하는 

소자이다. 변환요소(transduction element)는 기계  운

동(변 )을 기  신호로 증폭하거나 필터링(filter)하

여 조정하는 것으로 센서의 형태나 응용분야에 따라 요

구된다[3].

2.1.2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 항이나 출력 압이 

변하는 값을 검출하며 기본 으로 2가지 온도 센서가 

있다.

식센서: 상 체에 직  물리 으로 하여 사

용되며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의 매우 넓은 범 의 온도

를 감지할 수 있다.

비 식: 표 으로  온도계를 사용하며 물체

로부터 방사되는 외선이 체 에 입사될 때 일으키

는 체 표면 하의 변화로부터 외선을 측정하고 이

로부터 물체의 온로를 열 으로 감지한다.  온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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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방사되는 외선에 변화가 있을 때만 출력이 얻어

지므로 정지해 있는 물체나 온도가 변하지 않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온도센서의 면에 기계

 퍼(chopper)를 설치하여 검출 상으로부터 나오는 

외선을 변조시켜 체에 조사한다[4]. 

2.1.3 가속도 센서

가속도센서는 가속도, 진동, 충격 등의 동  힘을 감지

하며 성력, 기변형, 자이로의 응용 원리를 이용한 것

이다. 가속도 센서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순시 으로 감

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각종 수

송수단 공장 자동화  로  등의 제어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인 소자이며, 그 활용분야는 단히 넓다. 검출 방

식으로 크게 분류하면, 성식, 자이로식, 실리콘 반도체

식이 있다. 특히 자이로센서는 회 각의 변화 측정에 사

용된다. 공업 계측 분야에서는 기기의 진동 계측이나 구

조물의 진동 계측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가속도센서는 압

 소자에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하를 검출하여 

가속도를 구하는 압 형 도체가 자계 속을 이동하면 그 

속도에 비례하여 기 력이 발생하는데, 이 기 력을 검

출하여 가속도를 구하는 동 형, 진자(정 용량)의 변화

를 류로 검출하여 가속도를 구하는 서보형,  변형 게

이지형 등이 있다[5].

2.1.4 가스센서

우리의 생활환경에는 산소 등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

서 없어서는 안 될 가스도 있는 반면, 단히 많은 종류

의 험한 가스가 존재하고 있어 최근 일반가정 과 공사

장에서의 가스사고 나 화학 랜트 등에서의 폭발사고  

오염 공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인간의 감각 기 으로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다종다양한 험 가스의 농도

를 정량하거나 종류를 거의 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물질의 물리 , 화학  성질을 이용한 

가스센서가 개발되어 가스의 설감지, 농도 의 측정 기

록, 경보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후 산업계의 발 으로 산

업 장이나 가정환경에서 가연성  독성이 있는 험 

가스와 하는 기회가 증 되어 험가스의 발생을 기 

단계에서 검출해 사고에 한 응을 신속 정확하게 취

하는 것이 요시 되면서 산업용, 방법용, 방재용, 의료

용, 공해방지용 등 매우 범 하게 시장수요가 확 되

어 가고 있다[6].

2.2 상황인지 시스템의 기술

상황인지는 1990년  반부터 유비쿼터스 와 퍼베이

시  컴퓨 (pervasive computing) 시스템의 핵심 기능

으로 존재하여 사용 되었다. 상황 인식 용어는 1994년에 

Schilit 그리고 Theime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상황 인지에 한 연구는 컴퓨터 과학에서 보편

인 연구 역으로 인정받았다[7]. 

상황인지 기술을 효과 으로 사용하려면, 본질 으로 

상황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한 기술구조의 이해가 필요 하다. 상황 

인지에 한 기본 인 개념  구성은 [Fig. 1]과 같다[8].

[Fig. 1] Concept of context-aware system[8]

2.3 솔라셀 장비의 상황인지 시스템 설계

솔라셀 생산 라인은 원재료인 실리콘 솔라 웨이퍼를 

투입 하면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 되어 약4시간 후 

최종 공정을 거쳐 완제품(solar cell)이 나오는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Fig. 2]는 형 인 인라인 타입의

(In-Line) 솔라셀 생산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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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Line solar cell production line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솔라셀 생산 장비의 상황을 인지

하기 하여 [Fig. 3] 과 같은 다  센서 노드를 In-Line 

솔라셀 생산 장비의 주변에 설치하여 상황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서버에 송하면 서버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미리 설정된 알고리듬에 의하여 상황을 

단한다.  

[Fig. 3] Multi sensor node for context aware of 
solar cell production system

3.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본 논문의

  제안시스템에 대한 비교

3.1 기존 시스템에 대한분석 

본 논문의 제안과 유사한 기존 시스템 에 반도체 장

비의 상황인지 시스템 을 분석 하 으며 [Fig. 4] 와 같이 

가스, 온도, 가속도,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멀티 센서노

드를 배치하여 센서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서버로 송

하여 서버에서 상황인지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

여 상황을 단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상황인

지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알

람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여 개별 센서의 일시

인 오류 는 잘못된 데이터 달로부터 오류 알람을 

방하고 신뢰성이 높은 알람을 얻는데 목 을 두었으며 

가상의 실험을 통하여 실제 알람 빈도수가 어드는 결

과를 확인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서버에서 처리하는 형식의 시스템을 

구 하 으며 본 논문의 제안시스템은 센서데이터를 서

버가 아닌 멀티센서보드에서 처리하고 서버는 보조수단

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여 솔라셀 생산 장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애 는 서버의 일시 인 

문제로 인한 상황인지 시스템의 정지를 방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 하 다[9]. 

[Fig. 4] Wireless multiple sensor node for status 
monitoring of semiconductor equipment[9]

3.2 본 논문의 제안과 기존 시스템의 비교 검증

본 논문의 제안과 기존 시스템의 비교 검증을 하여 

<Table 1> 과 같은 비교항목을 추론 으로 비교하 다. 

비교항목은 하드웨어 구성, 알고리즘의 실행, 서버와 네

트워크 장애시 시스템의 동작여부, 시스템을 통한 작업

자의 상황인지 속도 그리고 작업환경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비교 하 으며 각항 목에 한 결과를 추론

으로 도출한 결과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과 같이 상황

인지에 한 단을 멀티센서 모듈에서 구  하는 방식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작업자의 상황인지에 유용하다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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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exist system 
and new suggested system

4. 실험 및 평가

4.1 상황인지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Fig. 5] 와 같이 센서로부터 취득한 상황 

정보를 로컬 메모리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 후 

처리하는 단계를 설명한다. 시스템이 시작(start) 되면 

기에 센서부와 센서데이터 송모듈이 기화 된

다.(Start and initialization), 각 모듈의 기화가 진행된 

후 서버와의 연결을 확인하고 리모트 모드일 경우 서버

에 장되어 있는 알람 조건을 참조하여 상한, 하한 값을 

설정한다, 그리고 로컬모드일 경우 알람 조건은 로컬메

모리의 설정 값을 참조하여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Set the alarm condition either local or 

remote). 알람 조건 설 정후 센서의 값을 정해진 시간(변

경가능) 마다 읽어서 로컬과 메모리와 서버의 데이터베

이스에 장한다(read and store the sensor value into 

local memory), 센서의 상황 정보를 로컬메모리와 서버

의 데이터베이스에 장 후 모니터링 모드가 시작된다

(start the monitoring mode), 로컬메모리에 장된 상황 

정보를 미리 정해진 알람 조건과 비교하여 상황을 단

한다(check and decide the context aware), 상황을 단 

후 이상이 없으면 모니터링 모드 이 의 데이터 취득 모

드로 복귀 후 다시 모니터링과 상황 단 모드의 루 를 

반복한다, 만약 상황 단 모드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사

용자에게 알람을 통보하고 알람조건이 해결 될 때까지 

계속 알람 상황을 알린다. 데이터 송 모듈이 와 같은 

루 를 반복하는 동안 서버는 데이터 송 모듈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장 후 활용하고 리모트 모드일 경우 알

람설정과 해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Fig. 5] Flow chart of context aware algorithm
  

4.2 센서별 데이터 획득에 대한 설명

4.2.1 온도 데이터

온도 데이터는 [Fig. 6] 와 같이 0℃~100℃ 까지 디스

이 되며 재 28.19℃ 를 표시하고 있으며 상한 알람 

조건은 45℃에 설정 되어 있다.

온도의 경우 쿨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

온보다 격히 내려가는 경우는 없으므로 하한 알람 조

건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Fig. 6] Temperature monitor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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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압력 데이터

압력 데이터는 [Fig. 7] 와 같이 600hpa~1300hpa 을 디

스 이 하고 있으며 재 1011.98hpa 을 표시하고 있

다. 상한 알람 조건은 각각 1100hpa 에 설정되어 있으며 

압력이 이 범 를 과하면 알람을 발생시킨다.

 

[Fig. 7] Pressure monitoring screen

4.2.3 가스 데이터

가스 데이터는 [Fig. 8] 과 같이 0ppm~500ppm 을 표

시 하고 있으며 재 308.84ppm 을 가리키고 있으며 상

한 알람 조건은 각각 350ppm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스 

농도가 설정값을 과하면 알람을 발생 시킨다.

    

[Fig. 8] Gas monitoring screen

4.2.4 가속도 데이터

가속도 데이터는 [Fig. 9] 과 같이 -3g~+3g 까지 디스

이 하고 있으며 재 0.03g 를 표시하고 있다. 상한

과 하한 알람 조건은 각각 -0.5g~+0.5g 에 설정 되어 있

으며 재 값이 이를 과 하거나 이하가 되면 알람을 발

생 시킨다. 

[Fig. 9] Acceleration monitoring screen

4.3 센서별 알람 설정 값과 알람 등급에 대한 

설명

센서별 알람 설정 값은<Table 2>과 같이 각각 종류별

로 요 범 를 정하여 험 상황이라 설정하 으며  센

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설정값을 과 할 경우 알람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4종의 센서 데이터에 따른 개별 알람 조건과 여러 센

서 데이터의 연동 알람 조건을 비교 하 으며 <Table 3> 

와 같이 알람발생 을 조건별로 구분하여 4개의 등 으로 

분류하여 등 별로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Table 2> Alarm limit value of each sensor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솔라셀 생산 환경에서 공정 개선  장

비의 신규도입이 빈번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응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 후 심험을

하 다. 웨이퍼의 투입과 셀이 생산 되는 과정이 In-Line 

시스템으로 구성된 생산 환경의 주변에 온도, 압력,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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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

를 로컬메모리에 장후 서버에 송하여 상황인지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의 상황별 알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상황인지 알고리즘을 멀티센서

보드에서 구 하고 서버의 기능은 보조수단으로 모니터

링과 상황에 한 히스토리를 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생

산 장의 노이즈등 문제에 의한 데이터오류 는 네트워

크 문제에 의한 서버와의 통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상황인지 시스템은 정상동작하여 작업자에게 

항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여러 센서의 데이

터를 연동으로 알람을 처리할 경우 개별 센서데이터 에 

의한 알람발생 빈도수(2개 센서데이터 연동시) 보다 확

률 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알람의 신

뢰도는 높이고 발생 빈도는 동일하거나 일 수 있었다. 

차후 연구 과제로는 <Table 3> 의 센서 데이터별 알람 

조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황 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

고 실제 상황에 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 Alarm grade depend on variou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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