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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Wi-Fi신호로 제어되는 융합형 라벨기 설계에 하여 기술하 다. 재 산업체에서 사용되

는 라벨기는 산업 장에서 단독 장비로만 사용되고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웍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라벨기가 

수집한 자료를 송하는 기능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라벨기가 작업한 라벨의 종류와 사용량을 

실시간 Wi-Fi를 사용하여 서버 컴퓨터로 송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IT)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이러한 

융합형 라벨기 시스템은 서버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작업량과 작업상태를 악할 수 있어서  기존 라벨기를 사용

하는 경우보다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시간으로 품질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 Key Words : 라벨기, 융합, 와이- 이, 외선센서, 센서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design of a fusion labeling system which is controlled by the 

Wi-Fi signals. The Current labeling system which is used in the industry is designed to work 

independently on the production line not connected with internet network services. For such reasons, it is 

very inconvenient for the labeling system to transfer such labeling data of the production line to the server 

computer. We propose a labeling system connected to the  Wi-Fi  service being able to send real-time 

transmission of labeling data. This system can supply the labeling data of production line to the server 

computer in realtime and  improve the production quality than the existing system. 

• Key Words : Label System; Convergence; Wi-Fi; Infrared Sensor; Photo Sensor 

1. 서론 
정보통신 융합기술이 발달하면서 오 라인으로 동작

하던 많은 기기들이 무선인터넷(Wi-Fi)이나 무선 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 자료를 실시간으로 서버로 송

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산업기기들의 데이터 수집  

분석 정확성을 높이게 되었다[1,2,3].

라벨기는 [Fig. 1]과 같이 둥근 휠에 말려있는 종이로 

된 라벨( 는 라벨지)을 순차 으로 출력하는 장치로써 

라벨의 길이와 종류에 따라서 휠의 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한 출력된 라벨의 숫자를 계수할 수 있도록 외선

센서나 센서 등을 사용하는 계수기  표시기가 있어

서 라벨 사용량을 자동으로 계수하고 표시할 수 있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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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다. 그러나 계수한 값을 자동으로 서버에 송

할 수 있는 넥트웍 기능이 없어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계

수된 값을 기록하여 오 라인으로 서버에 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Fig. 1] Picture of a labeling system 

본 논문에서 연구한  Wi-Fi 제어 융합형 멀티라벨기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여러 의 라벨기가 동시에 여

러종류의 라벨을 출력할 수 있고 한 라벨기에 계수된 

자료를 Wi-Fi신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버로 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4]. 

이러한 융합 시스템은 한 명의 작업자가 같은 공간에

서 동시에 여러 의 라벨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

러종류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고 작업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서버에 송할 수 있어서 각 라벨기에서 수집된 자

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처리 시간단축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5].

[Fig. 2] The concept of Wi-Fi fusion labeling systems 

2. 다중라벨기 시스템 구성
융합형 다 라벨기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서버 컴

퓨터 역활을 하는 서버부분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다 라벨기가 Wi-Fi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다 라벨

기는 [Fig. 3]와 같이 라벨기 휠(모터와 연결됨)의 속도를 

제어하는 모터구동부와 출력한 라벨의 숫자를 표시하는 

표시부,  출력라벨의 숫자를 계수하고 제어하기 한 제

어부, Wi-Fi를 이용하여 무선데이터를 송하는 무선통

신부, 안정된 원을 공 하는 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융합형 라벨기의 운용순서는 [Fig. 4]와 같이 라벨기

가 기화 되어 모터가 구동을 시작하면 라벨을 출력할 

때마다 센서가 라벨출력을 감지하여 제어부에 라밸출력 

감지 신호를 보낸다. 제어부에서는 라벨출력 계수값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를 표시기에 나타냄과 동시에  계수

값을 무선통신부에서 Wi-Fi로 서버로 송한다.  서버에

서는 송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장하며 사용자의 필요

에 따라서  시간별, 종류별로 각종 라벨 자료를 처리한다. 

2.1 제어부      

제어부는 센서에서 보낸 디지털 신호을 사용하여 라

벨 출력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이 값을 표시부로 

송하는 기능과 무선통신부를 통해서 서버로 송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한 라벨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각 장치의 신호  데이터를 처리하여 라벨기가 정상

으로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Fig. 3] Diagram of Wi-Fi fusion labeling system

[Fig. 4] Flowchart of Wi-Fi lab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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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는 XAM3359 Beagle Bone Black (BBB) 보오

드를 사용하여 설계하 으며 장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6,7,8,9].

1) CPU 최 동작 주 수:720MHz

2) mDDR/DDR2/DDR3 Support 

3) NAND, NOR, SRAM Memory Support

4) 12Bit ADC, 16Bit Data BUS

[Fig. 5] Features of XAM3359 BBB 

  

[Fig. 6] Pin assignments of XAM3359 BBB 

2.2 표시부       

제어부에서 처리된 결과는 표시부에서 4개의 7-세그

먼트를 이용하여 사용된 라벨 숫자를 표시한다. 이때 라

벨의 길이에 따른 라벨길이 제어를 해 가변 항을 부

착하 으며 제작된 보오드는 [Fig. 7]과 같다. 

[Fig. 7] Display board 

2.3 모터구동부 

모터구동부는 모터의 회 속도를 제어하기 해서 펄

스폭제어(PWM)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모터의 속도는 

사용하는 라벨 길이와 폭에 따라서 모터 속도  정지시

간이 달라야하며 제작된 보오드는 [Fig. 8]과 같다[10]. 

[Fig. 8] Motor control board 

2.4 무선통신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Wi-Fi는 IEEE 802.11n/b/g 기

반의 무선랜 연결과 장치간 연결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버로 데이터를 보낸다[11]. 설계

된 Wi-Fi는 CPU와 안테나단을 일체형 모듈로 사용하고 

원은 USB 원을 사용하며 2.4GHz 13채 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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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Fig. 9] Diagram of Wi-Fi transmitter

2.5 센서  

센서는 라벨기 휠에서 라벨이 출력될 때마다 라벨의 

유무에 따른 외선 신호의 차이를 기  신호로 변환

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가 쉽고 신호감지 정

확도가 높은 [Fig. 10]과 같은 HOA 1405 반사형 외선 

센서를 사용하 다[12,13,14].

[Fig. 10] HOA 1405 sensor

3. 다중라벨기 서버부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된 라벨기는 [Fig. 11]과 같다. 

[Fig. 11]에서 라벨기의 동작을 요약하면 라벨이 붙은 휠

이 돌아서 왼쪽 끝부분에 도달하면 라벨 하단부에 있는 

센서가 동작하여 라벨 감지에 의해서 발생된 기  신

호를 제어부로 보낸다. 제어부에서는 기신호를 출력라

벨 수로 계산하여 오른쪽 하단의 Wi-Fi 송신기를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실시간 송한다.

라벨기 시스템의 서버에서는 [Fig. 12]와 같이 각 라벨

기에서 무선으로 송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된 라벨

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분 단 , 시간 단   

업무 단 로 통계를 산출하고 제품의 품질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11] Picture of Wi-Fi labeling system

[Fig. 12] The concept of Wi-Fi RTX 

[Fig. 13]은 생산 장의 품질 신뢰도를 분석하는 자료

로서 생산 장에서 시간별로 출력된 불량품 라벨의 갯수

를 표시하고 있다. 가로축은 시간으로 분(minute) 단  

값을 나타내며, 새로축은 불량라벨의 사용량을 나타낸다. 

기 3분 동안에는 불량이 많이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

면서 불량률이 매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15].

[Fig. 13] The graph of production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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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 설계한 Wi-Fi신호로 제어되는 융합형 무

선제어 다 라벨기 시스템은 재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일 라벨기에 IT융합 무선제어 기능을 추가시킨 

제품으로 라벨기가 작업한 라벨의 종류와 사용량을 실시

간 서버에 송할 수 있어서 서버 컴퓨터에서 실시간으

로 작업량과 작업 픔질을 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융합기술 기반 다 라벨기는 생산 장의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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