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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 human error-free wire connection guide system. The only related

work is Japanese patent by Hitachi. The patent is guiding the wire connection using PC server.

And no implementation details have been reported publicly. We propose a new method based

on smart mobile devices. The proposed methods are registered as two Korean patents. We

implement a prototype wire connection guide system to verify the patents. Through human

experiments, we verify the system can reduce the human error more than 90% and speed up the

connection process more than twice faster than working without the system. To be used in the

industrial fields, the prototype system needs more product packaging works.

Key Words: Human error-free, Plant construction, Plant wiring, Smart mobile device, Wire con-

nection guide 

1. 서 론

배선(wire connection)은 많은 산업현장에서 빈

번히 발생하는 요구사항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의 경우는 하나의 자동차에 Fig. 1과 같은 커넥터

(connector) 300~500개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작업의 편리성 및 완벽성을 위해 대

부분 정형화된 커넥터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정형

화 된 동일 커넥터를 출하 자동차 대수만큼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투입되는 금형 제

작 등의 비용을 충분히 만회하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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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는 Fig. 2와 같이

정형화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와이어

를 패널(panel)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는데, 이의 연결 방식의 종류가 너무 많고 와이

어의 수가 100~1000개로 매우 많은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자동차의 경우처럼 정형화된 커넥터를

사용할 수가 없다.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커넥터 등으로 정형화되

지 않은 와이어를 현장 근로자들이 연결하여 배선

할 때, 작업자가 도면만 보고 시행을 하면 연결 과

정에서 작업자의 휴먼에러(human error)가 발생하

여 연결이 잘못되어 플랜트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휴먼에러를 찾아내는 일

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공사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 등 인프라(infra)가 열악한

환경에서 배선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나 비숙

련 작업자가 투입되어 배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휴

먼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사전에 이러한 휴

먼에러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현재 UAE에서 건설하

고 있는 원전의 현장에서 이러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고, 국외의 경우 일본 히다찌(Hitachi)에서

자체적인 원자력 건설에 필요한 기술로 개발하여

사용하기 위한 특허 출원[1]의 예가 있으나 제품으

로 시장에 출시된 바는 없다. 다만 이러한 배선 시

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원전을 비롯한 플랜트 건설 및 자

재 관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Fiatech에서 수행한 활동들이 다

양한 보고서 형태로 홈페이지[2]에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의 필요성

에 부응하고자 정형화가 어려운 배선 작업을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휴먼에러 방지

용 비정형 배선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과제로 수행한과

제의 최종보고서[3]를 기초로 하여 등록한 특허[4,5]

의 내용을 구현한 것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개발할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한 후

이를 실제로 구현한 시제품을 설명한다. 이러한 시

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개발 기술을 3장에서 설명

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다양한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패키징(packaging) 방법과 기대효

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 계획에 대하

여 정리한다.

2. 시스템 구성도 

본 장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시스템을 개

념적으로 제안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한

시제품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2.1 목표 시스템 구성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시스템은 휴먼 에러 방지

용 비정형 와이어 연결 시스템으로 Fig. 3과 같

다. 플랜트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Fig. 3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생성과 활용이 일어

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설계자가 도면을 작성하여 설계 DB(design DB)

구축: 예를 들어 원전 건설일 경우 “한국전력

기술”이 설계자이며, 패널(panel)이 부착되는

기기(equipment)와 연결되어야 하는 케이블

(cable)과 와이어(wire)를 제공하는 설계 DB를

설계 단계에서 생성

• 제조사 역할: 기기 제조사는 설계에 맞추어 패

널이 부착된 기기를 제조, 납품 및 설치

• 케이블 설치업체는 설계 도면에 따라 각각의

Fig. 2 Examples of arbitrary wir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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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에 ID(identification)를 포함한 태그(tag)

작업 실시 후 납품

• 건설 시공 업체는 설계에 따라 설치된 기기 그

리고 납품된 케이블을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전기 시공 하청 업체는 설치된 기기 및 케이블

을 이용하여 배선 작업 실시

• 이 때 설계 DB에 있는 기기 별 연결 도면을 보

고 현장에서 작업 실시하며, 잘못 연결된 배선

의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최소

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이 필요

제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

성하는 주요 모듈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 내

용을 하향식(top-down)으로 기술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을 완성한 최종 시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내

용을 2.2절에서 설명하고, 목표 시스템을 완성하

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별 개발 내용을

Fig. 3의 개념도에 표시한 번호 순으로 하나의 절

로 구성하여 3장에서 순서대로 기술한다(괄호 안

은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본 논문의 절 번호임).

• (3.1절) 설계 DB의 연결 도면을 SMD(smart

mobile device) 메인 메모리에 변환 저장

• (3.2절) SMD내에서 선택된 태그 ID와 연결될

기기의 ID 탐색 기술

• (3.3절) SMD와 LED(light emitting diode) 제

어기간의 인터페이스 기술

• (3.4절) LED 및 제어기 시스템 기술 

• (3.5절)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 연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상의 기술이 개발 되면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의 요구 분석을 반영한 시스템 패키징(packaging)

전략 수립 및 제품화 기술 개발 내용을 4장에서 설

명한다.

2.2 개발한 시제품 

Fig. 3의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초로 개발한 시

제품이 Fig. 4이다.

Fig. 4는 납품을 위해 패키징된 시제품은 아니

다. 이는 Fig. 3의 개념도를 실제로 구현하여 개념

도의 구현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것이

다. 시제품의 중간에 제시된 기기(equipment)는 가

상의 케이블(cable)과 패널(panel)을 나타내며, SMD

와 LED제어기(controller)와 기기간에는 무선 블루

투스(bluetooth) 통신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Fig. 4의 시제품을 이용하여 와이어 연결을 안내

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 1: 작업용 단말기 SMD에 전원을 넣으면

Fig. 5(a)처럼 화면이 표시된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Fig. 5(b) 화면으로 전환된다.

• 단계 2: 이 상황에서 SMD를 이용하여 Fig. 6(a)

처럼 임의의 케이블내의 와이어에 부착되어 있

는 바 코드(bar code)를 읽는다. 바 코드가 성

공적으로 읽히면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해당

LED가 점등이 되고 SMD의 화면은 Fig. 6(b)

처럼 전환 된다. 이 상황에서 와이어에 연결 후

완료 버튼(button)을 누르면 Fig. 6(a)의 껴져

있던 LED가 꺼진다. 이와 같이 와이어 연결이

Fig. 3 Target system configuration

Fig. 4 Developed prototype system

Fig. 5 Operating the prototype system –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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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가 되면 SMD 화면은 다시 다음 배선 작

업을 위해 Fig. 5(b)로 복귀된다. 다음 배선은

단계 2를 반복하여 배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한다.

• 단계 3: 배선이 완료된 후 Fig. 7의 배선 확인

디스플레이의 시작 버튼을 누른다. 소스 디스

플레이와 배선 후 디스플레이가 동일하게 표

시된다면 정상적으로 배선이 완료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3. 주요 개발 기술 

본 장에서는 Fig. 3에 제시된 목표 시스템을 구

성하는 주요 기술들을 그림에 표시한 순서에 따라

차례로 개발된 내용을 설명한다.

3.1 설계 DB의 연결 도면을 SMD 메인 메모리

에 변환 저장

본 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배선 설계(cable/wire

design) DB에 내장된 연결 도면을 SMD(smart

mobile devic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MD에 내

장된 메인 메모리에 최소의 메모리 사용량으로 변

환하여 저장하는 내용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 상 기기에 배선을 할 때에는

전기 및 통신 인프라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러나 SMD 성능의 고도화에 따라 기기에 따라 일

일이 기기의 연결 도면을 프린트해서 다닐 필요가

없고, 설계도면 중 기기 배선 정보를 SMD에 축약

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배선 목록은 SMD에 저장하며 SMD의 메인 메

모리의 용량에 따라 모든 플랜트 연결 DB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기 어려운 경우는 건설 현장의 영역

에 따른 분할한 구역별로 저장이 가능 하도록 한

다. 이는 작업을 구역별로 수행해도 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케이블과 기기간의 연결관계와 와이어에 태그

가 좌우 2개가 부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Fig.

8이다. 케이블 내에 많게는 수백 개의 와이어가 포

함되어 있고, 각 와이어가 연결되어야 할 패널이

기기(equipment)에 부착되어 있다.

연결 정보를 정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와이어

태그에 대하여 가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선 목록에 따라 와이어의 양쪽에 태그를 붙

이게 되며 태그 종류는 가격 및 편의성에 따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QR-코드,

바 코드 등을 이용하면 되며 본 논문에서는 바

코드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 태그 종류를 결정짓는 요소 중 스마트(smart)

기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식(sensing)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된다.

• 와이어에 붙는 태그 정보가 케이블 20 바이트

(byte), 와이어 10 바이트로 표시되나 현장에서

Fig. 6 Operating the prototype system – step 2

Fig. 7 Operating the prototype system – step 3 

Fig. 8 Plant cable and wir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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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훨씬 적은 숫자의 정보가 필요하다.

와이어 태그가 결정되면 이를 SMD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정형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시한

것이 Fig. 9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와이어에 설치되는 태그 ID로 그림에서는 케

이블 ID와 와이어 ID의 조합으로 표현: Fig. 9(a)

• 패널 상의 연결되어야 할 터미널 포인트 레코

드(terminal point record)로 기기(equipment)

ID, 터미널(terminal) ID 및 포인트(point) ID의

조합으로 표현: Fig. 9(b)

• 와이어 태그 형식과 기기의 패널 포인트 형식

이 결정되면 이를 SMD가 읽을 수 있도록 목

록을 변환해야 하는데 이는 목록 변환(list

transfor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내부 목록

(internal list) 데이터 형태로 구성한다. 각각의

필드(field)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메모리 사용

량을 최소화 하도록 정의한 것이 Fig. 9(c)이

다. 괄호내의 숫자가 필요한 바이트 수이며 이

것이 배선 목록이 된다. 

Fig. 9(c)와 같이 하나의 연결 레코드 크기는 16

바이트이다. 약 2만개(20K)의 기기에 평균 200개

(0.2K)씩 배선 레코드가 부여되면 전체 SMD메인

메모리 필요 용량은 20K × 0.2K × 16 = 64 메가바

이트이다. 기기에 따라 이 용량도 SMD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기기 ID가 결정 되면 해당 기기

ID에 관해 목록 변환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총 용량은 0.2K × 16 = 3200 바이트로 매우 작아

진다.

배선 목록(wiring connection list)은 기기 별로 구

성되며, Fig. 10과 같이 항상 짝(pair)으로 구성한

다. 배선 목록 구성은 기기 ID 별로 SD(secure

digital) 메모리 카드(memory card)에 파일로 저장

된다. 배선 목록을 구성할 때 경우에 따라 LED ID

는 구성 필드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는 기기 제조

사가 LED ID를 결정 한 후 설계사에 피드백을 해

야 하는데 공정상 이 부분이 번거로우면 이 부분

을 삭제 하고 후에 LED 제어기에 LED ID를 삽입

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선 목록은 설

계사가 Fig. 10의 포맷에 맞추어 SMD에 통신을

통해 전달하거나 또는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 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2 기가바이트 SD

카드가 잘 보급되어 있다.

와이어 태그와 터미널 레코드 형식으로 약 2만

개(20K)의 기기에 512(0.5K)개씩 배선 레코드

(wiring connection record)가 부여되면 전체 용량

을 산출할 수 있다. 주어진 태그 ID에 따라 지정

된 LED를 점등하기 위한 LED ID는 10비트(bit)

(< 2바이트) 정보가 위의 레코드 정보(b)에 포함된

다. 그러므로 1개의 레코드 식별자의 총 크기는

70 + 2 = 72 바이트이다. 따라서 필요한 전체 용량

은 20K × 0.5K × 72 = 720 메가바이트(Mbytes) <<

2 기가바이트(Gbytes) 이다. 즉 보급형 SD 카드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2 SMD내에서 선택된 태그 ID와 연결될 기기

의 ID 탐색 기술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만들어진 연결 정보를 이

용하여 선택된 특정 와이어의 태그를 인식하여 이

와 연결되어야 하는 기기의 터미널 포인트를 탐색

하는 알고리즘의 과정을 제시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배선 목록 로

딩(loading) 과정의 데이터 구조는 Fig. 11과 같으

며 주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덱스 기반 연결 리스트(index based linked

list)를 활용하여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 메모

Fig. 9 Required record size 

Fig. 10 Wiring connection list configuration Fig. 11 Wiring connection list dat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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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능한 최소화하여 검색 시간 최소화함

•이진 탐색(binary search)이용하여 탐색

• LED 제어기에 전송하는 데이터는 터미널 ID

와 포인트 ID임

• Fig. 11의 두 번째 행과 같이 터미널 ID가 바로

전 탐색한 포인트와 같을 경우, 와이어 ID에

플래그(flag *)로 처리하면 가능하고, 이 방법

을 쓸 경우 중복된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음

배선을 위해서는 ID 검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검색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본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는 Fig. 12

과 같이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기기(equipment) ID가 결정 되면 해당 케이블

ID 배열(cable ID array) 검색

• 센서로부터 획득한 케이블 ID를 케이블 ID 배

열에서 이진 탐색 기법을 이용해 검색

• 같은 방법으로 와이어 ID를 배열 (wire ID array)

에서 검색

• 와이어 인덱스(wire index)가 연결(link)된 터미

널(terminal) ID와 포인트(point) ID 획득

• 만일 연결된 데이터에 터미널 ID가 없을 경우

와이어 인덱스를 감소시키고 감소된 인덱스를

갖는 와이어 ID가 터미널 포인트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값을 터미널 ID로 획득

탐색된 터미널 ID와 포인트 ID는 3.5절의 연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업자에게 통보되어

와이어를 패널에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수작업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수행하기 위한 시제품의

일부분은 Fig. 13과 같이 시제품의 중심 부분이다. 

시제품의 중심 부분에 구현된 장치들을 이용하

여 와이어 태그가 주어지면 이를 인식하여 해당

와이어와 연결되어야 할 패널의 터미널 포인트를

찾아내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LED를 점등함

으로써 배선을 안내하게 된다.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2.2절의 시제품 작동 과정 2단계에 설명된 내

용이다.

3.3 SMD와 LED 제어기 간의 인터페이스 기술

인터페이스의 중심에 있는 SMD의 역할을 SMD

의 활용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선을 할 기기에 작업자가 접근하여 해당 기

기에 부착되어 있는 LED 제어기로부터 기기

ID를 인식한다. 기기를 사전에 작업자가 알고

있을 경우에는 SMD에 입력을 할 수도 있다.

• 기기 ID가 인식이 되면 SMD는 SD 카드에 저

장된 배선 목록에서 해당 기기 ID에 해당되는

정보를 메인 메모리에 로딩(loading) 한다. (3.2

절 참조)

• SMD 센서로부터 인식한 와이어 ID를 이용해

기기에 관련된 연결 리스트를 탐색하여 터미

널과 포인트 ID를 인식한다. (3.2절 참조)

• SMD는 터미널과 포인트 ID 정보와 LED ID

매핑 정보를 이용하여 LED ID를 LED 제어기

에 전달한다.

이러한 배선 검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SMD의 작동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다.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SMD가 작동되는 과

정을 순서대로 기본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 화면: Fig. 5(b)

• 초기 화면에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케

이블내의 와이어에 부착되어 있는 바 코드를

읽는다. 바 코드가 성공적으로 읽히면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해당 LED가 Fig. 6(a)처럼 점등

Fig. 12 Data structure for connection ID search 

Fig. 13 Indicating cable and panel in the proto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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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Fig. 6(b)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 

• 와이어에 연결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진다. 만일 와이어 연결이 완료가 되면 초기

화면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여

모든 와이어가 연결될 때까지 수행된다. 이는

2.2절에서의 시제품 작동 원리 설명과 동일하다.

3.4 LED 및 제어기 시스템 기술

다량의 LED를 최소한의 배선으로 구동할 수 있

는 저 전력 LED 네트워크 통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LED를 구동하기 위한 배선은 다량의 LED가

이용되므로 순차적 와이어 통신(serial wire

communication) 이용한다. 이는 제어 패널에는

연결해야 할 접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LED

를 일반적인 방식인 별개로 각각 구동하면 엄

청난 배선이 추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LED 기술은 휴먼 인식을 제고하여 에러를 방

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인

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 분석

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였다.

LED 제어기는 다 수의 LED를 점등하기 위한

제어기로 SMD 와는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LED는

순차적 와이어 방식으로 연결된다. 시스템 구성은

다음 Fig. 14와 같으며 회로도 및 제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여 본 논문에

서는 생략한다. 

3.5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 연결 시스템 소프

트웨어

도면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 연결을 통해 전체

적인 제어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데이터가 자동 로딩된다. 인

터페이스를 통해 설계 DB로부터 진행 하고자 하

는 배선 파일을 로딩한다. 배선 파일 저장은 로딩

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를 수행하는 화면

을 간단히 보여주는 것이 Fig. 15이다.

배선파일을 로딩하면 다음 Fig. 16과 같은 화면

이 나타난다. 배선 파일 저장은 “메인” 화면으로

이동 후 저장 선택을 하면 된다. SMD에서 동기화

를 시키면 “Result” 값이 그림의 빨간 원으로 표시

된 것과 같이 0 에서 1로 변화된다.

이력 정보는 SMD에서 동기화 시 받는 이력정

보로 상세 배선 연결진행을 Fig. 17처럼 보여 준다. 

Fig. 14 LED controller system configuration 

Fig. 15 Loading the connection file 

Fig. 16 Result of the connection file loading 

Fig. 17 Connection histo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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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패키징 전략 및 실험 

본 장에서는 개발된 기술들을 현장에서의 요구

분석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패키징(packaging)하는

전략 수립 및 제품화 기술 개발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포함하여 전략이 수립하였다.

• 플랜트의 종류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요구사

항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면밀히 조사 분석

하여 제품화에 반영한다.

• 출원한 특허를[4,5]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한데,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과 다른 장비에 부착되어야 할 부분을

적절히 분류 선별하여 시스템의 완성도 및 상

품화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제품화와 연계하여 면밀한 시장조사를 수행한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패키징이 달라 질 수 있으

나 모든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근거리 무선통신은 스마트 기기가 지원하는 방

식을 이용한다.

• LED를 구동하기 위한 배선은 다량의 LED가

이용되므로 순차적 와이어 통신을 이용한다.

• 이를 도식화 한 것이 Fig. 18인데 당초 제시했

던 Fig. 3의 목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

면 된다.

Fig. 18은 작업 현장에서의 배선 안내를 위한 기

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운영 방식을 나타낸 것이

다. 이를 과제로 구현한 Fig. 4의 시제품을 이용하

여 스마트 연결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보인 것이 Fig. 19이

다. 시스템의 물리적인 패키징은 실제 납품과 관

련된 발주기관의 RFP와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과 관련이 있기에 여기서 확정하기는 어

렵고 전반적인 개념도만을 제시한다. 실제 납품할

때는 발주자의 RFP 사양에 맞추는 추가적인 작업

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Fig. 19의 개념을 가상하여 시제품을 이용한 배

선 안내 과정을 개발기관에서 다양한 입출력을 이

용하여 약 1,000회의 배선 요구를 실험하였다. 이

의 결과로 휴먼에러에 의한 배선 실수는 나오지

않았기에 제품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개발한 시제품을 공인 인증할 수 있는 기

관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객관

작인 검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개발한 배선 안내 시스템을 플랜트 건설 등 다

양한 산업현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

상할 수 있다.

• 다양한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의 배선 작업 효

율성 제고를 통한 플랜트 건설 기간 단축으로

상당한 비용 저감

• 다양한 산업 기기 제작 과정에서 배선 작업 효

율성 제고를 통한 기기 제작 시간 단축 및 기

기의 신뢰성 제고

•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배선 작업의 효율성 제고

5. 결 론

다양한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배선 요구를 작업자의 육안을 통한 실시는 휴먼에

러를 유발하여 잘못된 배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선을 해야 할 목표

패널 포인트의 LED 램프를 점증하여 안내함으로

써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배선안내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개발한 시제품은 목표 배선 안내 시스템의 형식

으로 배선 안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시장Fig. 18 Field operating concept

Fig. 19 Field implem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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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시할 형태로 제작한 것은 아니다. 독립된 제

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성격의 제품이

아니어 시장에 어떠한 형식으로 출시하여야 하는

지는 보다 많은 사용 예정자들과 협의를 거쳐 상

황에 따른 변이를 주어가면 제품화를 해 나갈 예

정이다. 또한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른 제품의 패

키징 전략을 보다 현장 맞춤형으로 현실화 해 나

갈 계획이다. 

우선 플랜트 건설에 적용해 보고 현장에서의 피

드백을 검토하여 보다 현장에 맞는 제품으로 양산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후는 양산 체

계에 따라 배선이 이루어지는 플랜트나 건설 또는

산업용 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LED 제어기에 SMD에서

제공한 연결 정보와 일치하도록 배선이 되었는가

를 검증하여 LED 점등이 되도록 점증된 LED 정

보를 LED 제어기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LED 제어기에 접목

하면 정확한 배선이 되었는가를 자체적으로 검증

할 수 있어 배선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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