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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다양

한 분야에서 IT 융복합 응용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1]. 특히 제조업에서는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IT

기술과 제조업을 융합시킨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

으며 Io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로 발

전해 나가고 있다[2].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 

및 설계,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

술과의 융합을 통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

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뜻하는데, 인터넷

으로 연결된 장비들이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3].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는 인력 낭비를 줄이고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으

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공장 운

영 중 발생하는 각종 상황, 문제, 생산율 등의 전반적

인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장비를 효과적으로 원격 통

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장비 제어를 위한 통합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중계 

서버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첨단 기술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 

규모의 공장 환경 중에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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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비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스마

트 게이트웨이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정보 공

유를 위한 REST 기반 API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공장 장비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를 통해 스마트 게이트웨이로 전달되고 게이트웨

이는 센서를 통해서 얻은 다수의 정보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웹 서버로 전달을 해준다. 서버는 이에 대

한 결과 응답을 보내주거나 또는 서버에서 전달하는 

제어 및 설정 값을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게이트웨이

가 해당 제어를 하는 제습 건조기로 요청을 보내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제습건

조기, 스마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버 간의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공장 운영환경

에 따른 동기/비동기 처리 모델의 조합과 실시간 데

이터를 통합 대시보드로 전달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실제 공장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실제 운용 

가능함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2.1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IT 기술로 융합해서, 최소 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 시스템을 뜻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

로 제조업의 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과 고용한계 문제

를 극복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

법을 찾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마트 팩토리

를 통해 산업 기기와 생산 전 과정이 네트워크로 연

결되며, 나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연히 대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됐으며 생산 공정·

인터페이스·운영의 최적화 기술, 다품종 복합생산,

조달 및 물류 혁신, 장비와 인간의 협업을 가능케 하

여 고객 만족을 높이고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발판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기술과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양

한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을 혁신시키고자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아

직 초기 단계로, 해외에서 가져온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요소 기술에 

대한 수준은 통신/네트워크 기술이 제일 높지만, 이

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시간 

연계 운영이 가능한 핵심 요소 기술 분야(애플리케

이션, 플랫폼, 디바이스/네트워크) 별로 통합 연계를 

할 수 있는 솔루션 분야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Table 1은 2017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슈 

위클리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이다[5].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독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의 실현을 위하여 Industrie 4.0이라 일컫는 거대 프

로젝트를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첨

단 제조 능력 강화를 통한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부활

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제조강국2025’,

일본은 ‘산업재홍플랜’ 등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실

현 전략을 내세우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2.2 REST

REST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

로 자원의 이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 정

보를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상

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 방식 중 하나로 

자원(Resource)의 표현(Representation)에 의해서 

상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6]. 여기서 자원은 소

프트웨어가 관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

어 문서, 그림, 데이터 등이 있다. 상태 및 정보 전달

은 데이터가 요청되어지는 시점에서 자원의 상태를 

Table 1. Korea’s level of smart factory component technology

App
IoT/

M2M
CPS

Big

Data

3D

Printing
Cloud Robot Network Sensor Security Standard

High 20.2 18.3 11.0 11.9 11.0 16.5 19.3 58.7 30.3 10.1 7.3

Middle 36.7 40.4 37.6 33.0 39.4 37.6 45.0 33.0 41.3 34.9 40.4

Low 43.1 41.3 51.4 55.0 49.5 45.9 35.8 8.3 28.4 55.0 52.3

Avg(5) 2.71 2.71 2.44 2.42 2.54 2.65 2.83 3.64 2.96 2.4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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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JSON 혹은 XML

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REST는 기본적으로 웹의 기존 기술과 HTTP 프로

토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REST는 HTTP URI를 통해서 자원

을 명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자원에 

대한 CRUD를 적용할 수 있다[7]. 즉, 자원 기반의 

구조 설계의 중심에 자원이 있고 HTTP 메소드를 

통해 자원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아키텍처를 의미한

다. REST는 HTTP 표준 프로토콜에 따르는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고, Hypermedia API의 기

본을 충실히 지키면서 범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의 인프라를 그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가 없어서 API 구축이 복잡하지가 않다.

REST API는 REST를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

현한 것이다. REST API를 사용하면 사내 시스템들

도 REST 기반으로 시스템을 분산해 확장성과 재사

용성을 높여 유지보수 및 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

다. 그리고 REST가 HTTP 표준으로 구현하기 때문

에, HTTP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클라이언트

와 서버를 구현할 수 있다. REST API의 설계 기본 

규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URI는 정보의 

자원을 표현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행위

는 HTTP 메소드로 표현해야 한다[8]. HTTP의 기본 

CRUD 메소드는 Table 2과 같다.

RESTful이란 일반적으로 REST라는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웹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로 REST API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RESTful’하

다고 한다. 즉, REST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을 

RESTful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RESTful 웹 서비

스는 개발자들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자원을 HTTP

기본 메소드만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0]. RESTful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이 쉬운 REST API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성능보

다는 일관적인 컨벤션을 통한 API의 이해도 및 호환

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3. 실시간 모니터링 API 설계

기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제습 및 건조 과정

은 사람이 직접 기기를 가동시키면서 상태를 확인하

고 장애가 발생하면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정지시

킨 다음에 점검하고 재가동 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리

고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가공하는 

원료에 맞게 제습 및 건조 온도에 대한 설정 및 기타 

환경 설정 값을 입력해야 했다. 모든 과정이 사람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장애 발생에 대해서 즉각적으

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확한 장애 탐

지 및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스스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제습

건조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장애 위험을 탐지

하여 사전에 처리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3.1 API 스키마 설계

본 연구의 대상 환경인 플라스틱 제조공장의 경우 

제습건조기가 주요 장비이며, 많으면 100대까지 한 

공장에서 운용될 수 있는데, 동시에 다수의 제습건조

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공장 운영 

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동기방식 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게이트웨이를 두고 제습건조기의 

정보를 모아서 전달하거나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

를 제습건조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

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Table 3와 같이 API를 설계

했다. 설계한 API는 제습건조기에 있는 센서와 직접

적인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API의 설계이다.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된 Request는 모두 4가지 유

형이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Register : 게이트웨이와 제습건조기를 등록하

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API

나. Management :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

태,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API

다. Data : 제습건조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

Table 2. HTTP’s CRUD methods[9]

Method CRUD Description

GET Read Read resource’s expression.

POST Create Create new resource.

PUT Update
Create resource or update

existing resource.

DELETE Delete Delete existing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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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데이터를 저장하는 API

라. Log : 장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장애 데이

터를 저장하는 API

3.2 API 프로세스 설계

3.2.1 등록 프로세스

장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서버

에 장비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등록 요청을 보내기 

전 서버에 해당 장비에 대한 고유ID가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게이트웨이를 먼저 등

록해야 제습건조기가 게이트웨이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청

을 통해 장비가 등록 되면, 게이트웨이와 제습건조기

는 서로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해당 게이트웨

이의 정보와 연결된 제습건조기의 정보를 보내게 되

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서버는 성공적으로 연결

이 되었다는 응답을 보낸다. 제습건조기와 게이트웨

이 간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 메시지

를 응답 코드로 보내게 된다. Fig. 1은 게이트웨이와 

제습건조기의 연결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3.2.2 메타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장비가 서버에 등록 되고 제습건조기와 게이트웨

Table 3. List of RESTful API

Request URI Description

Register

/gwsvc/reg/gw Register gateway

/gwsvc/reg/dry Register drying machine

/gwsvc/reg/confirm Confirm connection between gateway and drying machine

/gwsvc/drysvc/error
Send gateway’s IP if drying machine can’t connect with

gateway

Management /gwsvc/save/metaData Save meta-data

Data /gwsvc/save/measureData Save real-time measurement data

Log /gwsvc/save/eventLog Save event log

Fig. 1. Sequence diagram of registering gateway and dry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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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의 연결이 완료되면, 서버는 장비에 대한 상태 

정보와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제습건조기 설정 정보

를 메타 데이터로 전달 받는다. 장비에 대한 상태 정

보는 게이트웨이와 제습건조기에 대한 운영 상태를 

말하는데, 장비가 가동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메타 

데이터로 서버에 전달하고 이를 받은 서버는 장비 

상태 정보를 변경한다. 또한, 관리자가 장비를 직접 

제어하면 서버에서도 제어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

는데, 메타 데이터 API를 통해 변경한 설정 값이 서

버로 전달되고, 서버는 변경된 설정 값을 저장한다.

Fig. 2는 메타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

램이다.

3.2.3 계측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연결이 완료 되면 제습건조기는 게이트웨이를 통

해 가동 여부를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다

는 응답 메시지를 받으면 게이트웨이는 제습건조기

에서 측정된 계측데이터를 받아 2초 단위로 서버로 

보내게 된다. 장비를 운영하면서 장애 상황이 발생하

여 계측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지 못하게 되면 게이

트웨이는 누적된 계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서버에 한꺼번에 전송하고 

서버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Fig. 3은 제습건

조기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퀀스 다이어

그램이다.

3.2.4 장애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만약 제습건조기에서 설정 값의 범위에 벗어난 데

이터가 측정 되거나 제습건조기 혹은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하면 Event Log라는 장애 데이터가 서

버에 전달된다. 장애 데이터를 보내면 제습건조기는 

자동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장애 내용을 저장한다. 추

후 장애 처리가 완료되면 제습건조기는 해당 장애에 

대해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장애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Fig.

4와 같다.

3.3 API 메시지 설계

3.1에서 정의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API 메시지 

Fig. 2. Sequence diagram of sending meta-data.

Fig. 3. Sequence diagram of sending measurement data and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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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설계 했다. Fig. 5는 전체 API 메시지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이다.

설계한 API는 스마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

로 전달되며, IN은 요청할 때 보내는 파라미터이며,

OUT은 받은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낼 때 포함

하는 파라미터이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deviceID : 요청을 보내는 장비 ID를 담는 파라

미터이다. 모든 API 메시지에는 장비 ID 파라

미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나. data : API 유형에 따라 보내는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종류에 따라 파라미터가 나뉜다.

다. timestamp : API를 요청한 시간을 담는 파라

미터이다.

라. status : 요청한 API에 대한 처리 결과 코드를 

담는 파라미터이다. status가 200이면 정상적

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하고, 400∼500대는 

API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마. message : 요청에 대한 처리한 결과 메시지를 

담는 파라미터이다.

바. path : 요청한 API URL을 담는 파라미터이다.

3.2.1 등록 메시지

장비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API는 ‘/gwsvc/

reg/gw’, ‘/gwsvc/reg/dry’, /gwsvc/reg/confirm’ 총 

3개로 이루어져있다. 서버에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지 서버는 장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등록 API는 해당 장비의 ID이외에 IP 주소를 파라미

터에 담아 서버로 전달한다. Table 4는 각 등록 API

에 대한 설명이다.

3.2.2 메타 데이터 전송 메시지

메타 데이터 전송 API URI는 ‘/gwsvc/save/met-

aData’이다. 메타 데이터는 장비의 상태 정보 전송 

혹은 관리자가 직접 설정한 세팅 값에 대한 정보를 

담는 API이다. 메타 데이터가 담는 data는 cmd와 

Fig. 4. Sequence diagram of sending event log and saving.

POST /gwsvc/*

Smart

Gateway

→ Send data →
Monitoring

Server
← Send result ←

Parameter
Way

Type Description
IN OUT

deviceID ○ String Request Device ID

data ○ String Request data by API

timestamp ○ String Server response date

status ○ String Result code

message ○ String Result message

path ○ String Path

Fig. 5. Base structure of API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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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로 이루어져있는데, cmd는 메타 데이터 중에서 

어떤 유형의 메타 데이터를 전송하는지를 담는 파라

미터이며, code는 해당 유형에 대한 실제 값을 담는 

파라미터이다. 메타 데이터의 유형은 Table 5와 같다.

3.2.3 계측 데이터 전송 메시지

계측 데이터 전송 URI는 ‘/gwsvc/save/measur-

eData’이며 제습건조기에서 측정된 원료 가공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API이다. 제습건조기에서 연결된 

게이트웨이로 2초 단위로 전송하며, 게이트웨이는 

해당 계측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서버로 전달해준다.

계측 데이터 전송 API의 파라미터는 Table 6으로 구

성이 되어있다.

3.2.4 장애 데이터 전송 메시지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습건조기에서 측정

된 원료 상태가 설정한 한계치를 벗어나거나 장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 전송 메시지 API인 

‘/gwsvc/save/eventLog’를 통해 서버로 요청한다.

장애 데이터 전송 API의 파라미터는 구조상 3.2.2 메

타 데이터 전송 API의 파라미터와 동일한 cmd와 

code로 이루어져있다. cmd는 발생한 장애의 유형을 

담는 파라미터이며, code는 장애 처리 여부를 담는 

파라미터이다.

4.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은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 산업협력기술

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로 주관기관인 ㈜아성프랜트

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반적인 규모의 공장 환

경을 고려하여 1주일 동안 하루 6시간씩 50대의 제습

건조기와 10대의 게이트웨이를 토대로 실제 환경에

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체 

실험환경 구성은 Fig. 6과 같다.

Table 4. Description of API of registering device

API URL Parameter Description

/gwsvc/reg/gw gwIp Register gateway to server

/gwsvc/reg/dry dryIp Register drying machine to server

/gwsvc/reg/confirm
gwId

Confirm connection between gateway and drying machine.
gwIp

Table 5. Type of meta data

CMD CODE Description

dryingmachine
01 Start running drying machine

02 Stop running drying machine

dryingTemp setting value Setting limit of drying temperature

regenTemp setting value Setting limit of regeneration temperature

moistureRatio setting value Setting limit of moisture ratio

gateway
01 Start running gateway

02 Stop running gateway

Table 6. Parameter of measured data API

API Parameter Description

/gwsvc/save/measureData

date Generation date of measured data

dryingTemp Drying temperature of material

regenTemp Regeneration temperature of material

moistureRatio Moisture ratio of material

dewPoint Dew point of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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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cy>

<groupId>org.springframework.boot</groupId>

<artifactId>spring-boot-starter-data-jpa</artifactId>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javax.servlet</groupId>

<artifactId>javax.servlet-api</artifactId>

<scope>provided</scope>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org.mariadb.jdbc</groupId>

<artifactId>mariadb-java-client</artifactId>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commons-io</groupId>

<artifactId>commons-io</artifactId>

<version>2.5</version>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com.googlecode.json-simple</groupId>

<artifactId>json-simple</artifactId>

<version>1.1.1</version>

</dependency>

...

Fig. 7. Maven dependencies of API.

API의 구현은 Spring Boot 2.x와 JPA를 이용해 

진행했고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를 사용했다. Fig.

7은 API를 구현 프로젝트에 사용한 Maven build

dependency설정의 일부이다.

4.1 API 구현

Fig. 8은 전체 API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다. 전체 API는 Controller와 Entity를 중심으로 공장

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의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MVC Web Controller를 포

함하고 있다.

또한 API 보안을 위해 등록된 게이트웨이마다 

OAuth2 인증을 통해 등록된 JWT(Jason Web

Token)를 키로 사용하여 API 요청에 대한 인증을 

처리해 발생할 수 있는 비인가 API요청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pring Security를 이용한 사용자 인

증 및 권한관리, API 사용인증을 처리하도록 클래스

를 설계 하였다. Fig. 9는 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

램이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JPA(Java Persistance API)

를 사용하였으며 Spring framework에서 기본적으

로 사용하는 Hibernate를 이용해 구현 하였다. 일부 

Fig 6. System configuration.

Fig. 8. Class diagram of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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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은 표준 JPA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지 않는 데이

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별도의 DTO(Data

Transfer Object) 클래스를 두어 JPQL을 직접 작성

해 문제를 해결 하였다. Fig. 10은 데이터베이스 연동

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설계된 클래스 아키텍처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현

하였으며 Fig. 11은 구현 API 중 스마트 게이트웨이 

등록에 관한 소스 코드 중 일부이다.

4.2 API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된 API 검증을 위해 실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PI별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는 IntelliJ

에서 제공되는 HTTP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 진행하

였으며, Fig. 12는 ‘/gwsvc/save/eventLog’, ‘/gwsvc/

save/measureData’, ‘/gwsvc/save/metaData’ API

에 대한 단위 테스트 HTTP와 결과 코드이다. 단위 

테스트를 한 결과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규모의 공장 환경과 공장이 24시간 운영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 동안만 가동이 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아성프랜트에서 1주일 동안 하루 6시

간씩 테스트베드를 운영했다. 실험에 사용된 API는 

7종류이며, 총 누적 API 요청 건수는 3,703,500 건이

었다. 평균 정상 처리율은 약 99.61%였으며, 발생한 

데이터의 유형은 Table 4와 같다.

7종의 API 중에서 ‘/gwsvc/save/measureData’

API는 50대의 제습건조기에서 2초 단위로 한 번씩 

계측 데이터 전송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일 많았다.

제습건조기와 게이트웨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

용되는 ‘/gwsvc/reg/*’ API는 장비 한 대당 하루 평

균 한 번씩 등록 요청을 보냈다. 이는 장비의 IP 주소

가 DHCP를 사용하여 할당되는데 장비를 리부팅하게

되면 등록 API를 통해 서버에 갱신된 IP주소를 보내

서 리부팅한 장비를 재등록했기 때문이다. ‘/gwsvc/

save/eventLog’ API는 제습건조기에서 측정한 데이

Fig. 9. Class diagram of API security.

Fig. 10. Class diagram of databas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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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세팅 값을 벗어나거나 장비에 장애가 생겼을 

때 요청하는데, 398건 중 3건이 장비에 장애 상황이 

발생하여 요청 되었으며, 나머지 395건은 세팅 값에

서 벗어나면서 요청되었다. ‘/gwsvc/save/metaData’

는 장비의 작동 정보 및 관리자가 직접 장비를 제어

할 때 발생하는 API이며,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2,120건의 요청 중에서 1,128건이 장비의 작동 정

보를 전송하는 요청이었으며, 나머지는 장비 제어에 

대한 API 요청이었다.

실제 공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요청된 API

public ResponseEntity<ApiErrorMsg> registGateway(@RequestBody JSONObject body,

HttpServletRequest request) {

Optional<Gateway> gwo = gwRepo.findById(body.get("gwId").toString());

// Error11: There’s no Gateway requested about gwId

if(!gwo.isPresent()) {

//If gateway that has gwId dosen’t exist, save log to EventLog.

...

}

Gateway gw = gwo.orElseThrow(() ->

new DataHandleException("There’s no Gateway")

);

...

ApiErrorMsg msg;

// Error2: Having problem during registering gateway IP

if(ret == null) {

throw new DataHandleException("Gateway Registration Error");

}

else {

//To set the response message’s body

msg = new ApiErrorMsg.Builder()

.message("Success to register gateway")

.status(HttpStatus.OK.value())

.path(request.getRequestURI()).build();

}

//Information about HTTP response header

return new ResponseEntity(msg, HttpStatus.OK);

}

Fig. 11. Source code about registering gateway.

Fig. 12. API unit tests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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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습건조기를 교체를 하고 등록

하는 과정에서 IP주소를 잘못된 값으로 전송해 연결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습건

조기에서 API를 통해 메타 데이터 및 이벤트 로그를 

전송할 때 등록한 장비를 찾지 못해 API에 대한 요청

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설계한 API에 문제가 있어

서 발생한 장애 상황이 아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상황이다. 그 

외 다른 API 요청은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구현한 

API가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

인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인 첨단 시설을 확보하기 어

려운 중소규모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최

소한의 노력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필수

적인 통합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를 위한 API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벤처부 

2019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경기도 시

화공단에 위치한 ㈜아성프랜트 본사 공장에서 실제 

운영 장비들을 대상으로 시험환경을 구축해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였으며 실험결과 현업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모두 정상 구현되었음을 보였으며 실제 운

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람이 직접 공장을 제어하고 관

리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기기가 자동으로 현재 상황

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문제 대응 및 원격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공장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본 논문에서 설계된 API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통합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설계된 시스

템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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