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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랜트를 한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김정숙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for the Batch Plant in Field

Jung-Sook Kim
* 

요 약

배치 랜트 장에서 사용되는 최상의 품질 콘크리트 제작을 해 모래, 자갈, 시멘트, 물  강섬유 등의 

주배합 비율을 최 으로 조 하기 한 다양한 측정과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재는 울, 인디게이터  

PLC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 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게 PCB 기 을 사용한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는 소 트웨어를 탑재한 비 문가

도 사용하기 편리한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ABSTRACT

The measurement and control device which is for controlling the best mixture rate is needed to produce the best quality concrete in Batch 

Plant. Present the workers do the measurement and control with each equipped devices such as a indicator, PLC and a scale. That is difficult to use 

especially for beginner in field.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integrat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which is composed of hardware with 

PCB and software. It is easy to use for beginner worker in plan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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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배치 랜트는 재료 장 장치에서 오는 시멘트

(Cement), 모래, 골재, 물 등을 계량 장치에서 신속 

정확히 계량하며 공  장치에 의하여 혼합기(Mixer)

에 공 , 혼합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량 생산하는 기계이다. 장빈, 계량장치  믹서는 

배차치 랜트라 부르는 1개의 설비로 통합 정리되어 

있다. 배치 랜트는 원재료  혼합된 콘크리트의 이

동을 자연 낙하에 의한다. 높이 30m이상 되는 탑실식

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미콘이라는 것은 공

장에서 배합되는 단계에서의 시멘트, 물, 모래, 자갈 

등 각 구성재료의 성분, 물성의 차이에서 시작하여 배

합비, 배합시간, 배합오차, 운반과정에서의 외부온도, 

습도, 운반 시간, 노면상태  시공조건과 양생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품질변동 요인을 가직 있

으며 다른 공업 제품과는 달리 구입자에게 넘겨지

는 순간까지도 반제품이라서 최종 확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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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 게 장 배치 랜트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작업 시기와 장소  공사 용도

에 따라 다양한 배합 비율을 용해야 한다[1-8]. 그

런데 이러한 주배합 비율을 주로 경험에 의한 이론

인 데이터 비율을 용하여 품질 이상이 많이 발생하

고 있다. 특히 작업 장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작

업자들이 비 문가가 부분으로 수시로 버튼을 르

므로 컨트롤 넬의  불량 등과 같은 오류가 자

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장 규모

에 맞는 정확한 배합 비율 데이터를 기  자료로 사

용하여 강도가 높고 품질이 최상인 콘크리트를 생산

할 수 있는 사용하기 편리한 컨트롤 넬 개발이 필

요하다[9-10]. 그러나 재 사용되고 있는 컨트롤 

넬은 용량을 측정하는 울, 인디게이터  PLC 등이 

각각의 부품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가격도 비싸

고 한 사용하지 않은 불필요한 기능이 많이 포함되

어 있어 장 배치 랜트 제어에 최 인 통합 스마

트 컨트롤 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 랜트 각 공정을 스마트

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장 

랜트 시스템의 문제 과 개발되는 시스템을 기술한

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주

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본다.  

Ⅱ. 련 연구 

배치 랜트의 정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설비로

서 콘크리트 제조에 쓰이는 재료는 조골재, 세골재, 

시멘트, 물, 그 외 혼합재료이며 이들 콘크리트의 사

용 목 에 따라 혼합 방법이 다르나 일반 으로 조골

재는 2~4종, 세골제는 1~2종, 시멘트, 물이 각 1종 여

기에 혼화재를 사용하면 배합방법은 여러 가지로 10

수종 되며 비 랜트(Ready mix plant)에서는 수요

자의 요구에 따라 60~120종의 다종 다양한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다.

2.1 배치 랜트의 구비 조건

① 계량장치가 정확해야 한다.

② 계량, 작동 조작이 간편해야 한다.

③ 계량치 수정이 쉽고 조작은 앙 집 식이어야 

한다.

④ 구조가 견고하고 고장이 도록 조립식이 좋다.

⑤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2 배치 랜트의 분류

2.2.1 탑(TOWER)형 배치 랜트

탑(TOWER)형 배치 랜트로서 규모 공사 등 

용량 처리형으로 합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① BUILT-UP방식으로 설치공사 기간이 짧다.

② 장빈은 용량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③ 보수 , 검을 으로 한 설계이다.

④ RAMEN구조를 택해 외 이 스마트하고 가격이 

렴하다.

⑤ 최신 자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다양한 콘트롤이 

가능하다. 

2.2.2 간이(TYPE)형 배치 랜트

① 간편한 구조  미려한 외 을 가진다.

② 보수 검의 용이  고장개소를 극소화 시킨 

완벽한 설계이다. 

③ 컴팩트한 배쳐 랜트로서 조립,분해  설치가 

간편하다.

④ 부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 가능하다. 

⑤ 최신의 칼라 CRT에 의한 컴퓨터시스템의 조작

반으로 구성된다.

⑥ 조립,해체가 용이하게 되어 건설 장,P.C 공장 

 고속도로 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3 배치 랜트의 구조 

2.3.1 재료 장소

랜트의 정상부에 치하여 재료를 종류별로 분류

하여 계량하기 쉽게 연속 으로 컨베이어 혹은 버킷 

엘리베이터 등으로 공 하기 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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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료 공  장치

장부 면 개구부에 공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재료의 종류에 따라 공  방법이 다르다. 보통 골재는 

컷 오 형(Cut off type), 분체는 특수한 수송기 혹은 

폐 밸 를 배치한다. 공  게이트는 인력, 공압, 

기에 의해 제어한다.

2.3.3 계량 장치

 콘크리트 재료, 모래, 자갈, 물, 시멘트 등을 혼합

하기 해 정확한 혼합 비율을 한 장치, 필요에 따

라 지시 장치의 원격 달, 자기 기록, 계량 장치의 

과부족 지시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3.4 재료 배출 장치

Mixer된 혼합 재료를 장에 배출하는 장치로서 

이는 계량 호퍼에서 유출된 재료를 남김없이 량을 

Mixer 통에 넣고, 일례된 상태에서 비빔을 한 다음 

배출 슈트를 통하여 혼합된 콘크리트를 배출한다.

2.3.5 집합 호퍼(Hopper)

계량 호페에서 배출되는 수종의 재료를 집합하여 

믹서에 투입하는 도로의 역할과 각 재료를 비 혼합

하는 역할을 한다.

2.3.6 부  설비

 필요에 따라 골재의 냉 설비 혹은 AE제, 시멘

트 확산제 등을 설치한다.

Ⅲ. 통합 스마트 제어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재 주로 배치 랜트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

작 공정을 제어하는 컨트롤 제어기는 울, 인디게이

터  PLC가 각각의 기능과 형태를 가진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

고 각 부품들도 일반 인 목 의 제어를 해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가격이 고가이다. 한 각 부품

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능으로 인해 조작하기만 불

편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제거하

여 배치 랜트용 콘크리트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가

진 배치 랜트 콘크리트 제작에 최 화된 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 다. 일부 미콘 회사에서 사

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환경오염을 최소로 하고  장 

규모에 맞게 간이를 사용하여 부실시공을 없애고자 

하는 장 배치 랜트에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의 그림 1은 재 사용되고 있는 

장 랜트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재 사용 인 제어 시스템
Fig. 1 Control system in use 

3.2 개발 시스템 

장 배치 랜트용 최상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제작을 해 필요한 주배합 비율을 정확하고 편리하

게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넬 제작을 하 다. 

용량 측정에 사용되는 울과 인디게이터  주성분

인 모래, 자갈, 시멘트, 물, 혼화제  강섬유를 

한 배합으로 혼합하는 혼합기를 제어하는 PLC 기능

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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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재 사용 인 컨트롤 넬은 기 회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최 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배치 랜트의 기 은 다음과 같다. 랜트는 원칙

으로 각 재료를 한 별도의 장 빈과 정확한 계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

게의 1% 이내,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 오

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

로 하고, 계량 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3% 이내여야 

한다. 다음으로 배치 랜트(Batch plant)의 성능 표

시는 혼합하는 용기 내에서 1회 혼합할 수 있는 콘크

리트의 생산량을 m³로 나타낸다. 배치 랜트의 작업 

능력 산정방법은 콘크리트 재료의 장 용량, 콘크리

트 믹서의 수, 단 시간당 혼합능력 등을 가지고 표

한다 따라서 믹서의 크기 0.6m³~ 3m³, 믹서의 수 

2~4  정도를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며 랜트의 용

량은 단  시간당 혼합 능력 (3m/h)으로 표시하고 믹

서 용량, 수, 계량방식에 따라 다르다.

Ⅳ. 개발 결과

시스템 개발은 도우즈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3의 Visual Basic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배

치 랜트용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울을 이용해 용량을 조 하고 콘크리트 제작에 필

요한 모래, 자갈, 시멘트, 물, 혼화제  강섬유 배합

을 하는 공정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어한

다. 콘크리트 강도와 배합 비율 설계 데이터를 입력받

는다. 특히 최상의 품질을 가진 배치 랜트 콘크리트

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으

며, 컨트롤 넬에 용되는 최 의 기회로를 설계 

하고 제작하 다. 그리고 배치 랜트용 콘크리트 배

합 비율을 제어하는 통합 컨트롤 넬을 제어하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특히 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자기 보자일지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개발하 다. 즉 배합 비율을 시각 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하 다. 

도우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용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개발하 다. 제어를 해 화면 터치를 통한 작

업 제어 기술 개발하 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

의 환경을 고려하여 버튼 방식이 아닌 화면 터치를 

통한 버튼 제어 기술을 개발하 다. 제어 넬을 수식

으로 표 하면 즉 n개의 콘크리트를 제작하고자 할 

때, i = 1~n, Ci = Si + Wi + ...Si 로 표 할 수 있

다. 다음 그림 2는 개발된 시스템의 구조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 상세 시스템 구조도
Fig. 2 Detailed

 

다음 그림 3은 개발 인 시스템의 개략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개략도
Fig. 3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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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는 장 랜트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

성하는 소 트웨어 구조도를 보여주고 있다, 운 체제

인 도우즈 환경에서 각 공정을 제어하고 이들을 화

면에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소 트웨어 구성도
Fig. 4. S/W Structure

그림 5에서는 상세하게 배치 랜트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5. 상세 간이 배치 랜트
Fig. 5 Detailed Batch Plant

다음 그림 6은 개발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개발 결과
Fig. 6 Result

Ⅴ. 결론  향후 연구방향

장 배치 랜트용 최상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제작을 해 필요한 주배합 비율을 정확하고 편리하

게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넬 제작을 하 다. 

용량 측정에 사용되는 울과 인디게이터  주성분

인 모래, 자갈, 시멘트, 물, 혼화제  강섬유를 

한 배합으로 혼합하는 혼합기를 제어하는 PLC 기능

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특히 재 사용 인 컨트롤 넬은 기 회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최 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향후 연구방향은 

배치 랜트를 작업하는 열악한 장 환경을 고려하

고 한 일에 능숙하지 않은 작업자가 사용해야 할 

경우, 사용자가 보다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음성

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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