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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work of an open architectured m anufacturing system base on CORBA middleware. The manufacturing
system consists of four configurable software modules (machine control module, database module, monitoring module, and operation
module). Each module is distributed through the network and integrated with CORBA middleware technology. CORBA Characteristics including
independence from programming languages, computing platforms, and networking protocols makes us to easily develop new applications
and to effectively integrate new module into existing distributed systems. The CORBA program used in this study is The ACE ORB (TAO)
developed by the laboratory in Washington University. TAO is a high performance, RT CORBA 2.0 compliant ORB that runs on a variety
of operating system platforms with real-time features. We applied the software framework to the Monitoring system of Surface Mounting
Device(SMD)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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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CORBA 기반 개방 구조형 생산 시스템 프레임웍의 설계이고 두

1. 서론

번째 CORBA를 제어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실시간성 보장 연구이
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생산 시스템을 용도에 따라 크게 기기 제
어(Control) 모듈, 생산 관리 모듈, 데이터 베이스 모듈, 모니터링

현대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인

모듈로 분리하고 각 모듈을 특성에 따라 몇 가지 CORBA 객체로 구

해 대기업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쳐 중

현하여 하드웨어적으로는 LAN으로 통합(integration)하고 소프트

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웨어적으로는 CORBA 버스로 이들을 통합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기존 생산 시스템(Manufacturing System)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새

장에서는 기본적인 CORBA의 구조와 구현 방법,기존 CORBA의 Real

로운 생산시스템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Time 확장과 실시간성 보장을 위한 CORBA 스케줄링 방법을 소개

이에 따라 기존 생산 시스템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고, 변경

하였다. 3장에서는 CORBA 기반 개방 구조형 생산 시스템의 하드웨

및 새로운 기능을 쉽게 추가 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이 절

어 구조를 제안하였고 4장에서는 생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기능

실히 요구된다. 최근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에 전용 제어 PC를 두

에 따라 모듈화 하여 설계 후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 이를 네트웍으로 묶어 하나의 PC에서 통합 관리 및 감시를 하는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제안된 생산 시스템 구조를 SMD(surface

PC기반 개방 구조형 생산 시스템(Open Architecture Manufacturing

mounting device)장비 모션 구동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용 구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9]. 그러나 PC기반 생

현해 보았다.

산 시스템은 다양한 네트웍 및 프로토콜과 이종의 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제어 및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어렵고, 유지 보
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4]. 이러한 한계를

2. CORBA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는 네트웍 상에 분산된 소프

CORBA는 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과 함께 대표

트웨어 객체들간의 이음새 없는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객체지향

적인 객체지향(Object Oriented) 미들웨어로서 프로그래머들이 주

미들웨어이다. CORBA는 전 세계적으로 800여 업체가 참여하는 비영

소 공간이나 분산 시스템에서의 객체의 물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지

리 연구 단체인 OMG(Object Management Group)를 통해 그 사양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6].

(Specification)를 발표한 후 다양한 구현 제품이 나와 산업 전반
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계속 그 기능을 발

2.1 CORBA의 기본 구현 원리 및 구조

전시키고 있다[6]. 그러나 본래 CORBA가 실시간 시스템(Real Time
System)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CORBA에서 객체간의 메소드 호출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이나 제조 분야에서는 응용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

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각 객체구현은 서버쪽에 실제 구현되고 클라

다[2],[4],[9]. 이에 OMG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CORBA

이언트 쪽에서 이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객체의 서비스를 요청

응용을 위한 Real Time CORBA 확장 명세를 발표하였고 본 논문에서

하게 된다. 이때 인터페이스는 서버쪽에는 스켈레톤(skeleton), 클

사용한 TAO(The ACE ORB)와 같이 CORBA 실시간 확장기능을 구현한

라이언트 쪽에는 스텁(stub)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스켈레

제품도 나오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톤 코드와 스텁 코드는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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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데 옵션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로 생성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생산 시스템에 쓰이는 모

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6].

든 작업기기의 명세나 매개변수, 작업 데이터 등을 저장 관리하는

그림 1 은 이러한 CORBA의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 과정과 구동원리
를 나타낸다.

PC를 두었으며 전체 생산시스템을 관리하는 PC, 작업 진행 상태나
작업기기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PC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I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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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b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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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 I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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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CAN)

Language Compiler, Linker

Control
Clien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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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ata Base

...

생산 시스템 하드웨어 구조

Fig 3. The Hardware architecture of

그림 1. CORBA의 구조 및 원리

Manufacturing System

Fig 1. The Architecture and Fundamental
of CORBA

4. 생 산 시 스 템 의 소 프 트 웨 어 구 조
클라이언트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네트웍상 물리적인 위치, 객체
ID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객체

생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기기 제어

참조자(Object Reference)를 이용하여 서버 객체가 제공하는 서비

(Machine Control), 공정 관리(Process Management), 모니터링 그

스를 요청하게 된다[6].

리고 데이터 베이스,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모듈은 다
시 몇 가지 소프트웨어 객체로 구성되어진다. 이들 모듈은 실제로
는 같은 PC 또는 네트웍을 통한 다른 PC에 존재하게 되지만 소프트

2.2 실 시 간 시 스 템 과 Real Time CORBA

웨어 버스인 CORBA 버스에 연결되어있는 ORB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일반적으로 실시간 시스템이라 함은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플랫폼에 있는 것처럼 상호 객체간에 서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제

시간적 제약을 갖는 시스템을 말한다[2]. 실시간 시스템에서 어떤

공할 수 있다.

일정한 시간(Deadline)을 넘어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그 작업은 실
패한 것과 같다. 이러한 Deadline 또는 중요도에 따라 작업을 스케

GUI

줄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

Monitoring Object

다. 초기의 CORBA 구현 제품은 실시간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CORBA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시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OS (Linux)

GUI
Job
Sched.
Object

Manage.
Object

따라서 실시간 성이 요구되는 통신이나 제어 시스템에는 적용되는

CORBA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98년 OMG에서 기존 CORBA 명세에 추가

OS (Windows 98)

적으로 RT CORBA 명세를 발표 한 이후 본 논문에서 사용된 TAO와 같
은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CORBA 구현 제품이 나오게 되었다[3].
CORBA Bus

본 논문에서 사용된 TAO 1.1은 기본적으로 정적 또는 동적 스케줄
링 서비스와 실시간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생 산 시 스 템 하 드 웨 어 구 조

OS (Windows NT)

OS (Unix)

CORBA

CORBA

본 논문을 통해서 제안하는 생산 시스템 구조는 전체 시스템을
Control
Object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모듈화 함으로써 각 모듈

Bata Base Object

I/O
Object

의 기능을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듈의 수정이나 새로운
모듈의 변경이 용이하게 하였다. 하드웨어 구성은 일반 생산 시스

그림 4.

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각의 기기 마다 전용 제어 PC를 두고

생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조

Fig 4.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Windows NT 시스템에 실시간 확장 툴인 RTX를 추가하여 작업 기기의

Manufact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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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각 모듈을 구성하는 객체들은 CORBA 컴포넌트로 구현되며 다

용자는 GUI를 통해 작업데이터를 직접 편집하여 입력하거나 기기

른 객체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제거 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를 기기 공급자로부터 네트웍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 객체는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 객체나 제어객
체가 참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4.1. 기 기 제 어 모 듈
기기 제어 모듈은 크게 모션 객체와 I/O객체, 통신 객체로 구성

4.4. 모 니 터 링 모 듈

되며 각각 독립적인 쓰레드로 동작한다. 그림 5는 제어 모듈의 구
모니터링 모듈은 GUI 모니터링 객체로 구성되는데 모니터링 객체

성을 보여준다.

는 I/O객체 또는 관리 객체로부터 작업기기 상태나 전체 프로세스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받아 GUI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제
안된 생산 시스템이 표준 네트웍인 TCP/IP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RB간 표준 프로토콜인 General Inter ORB Protocol(GIOP)을 TCP/IP
Trajectory

상에 구현한 Internet Inter ORB Protocol(IIOP)을 통해 원격지에
서 I/O객체나 관리 객체의 메소드 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O

5. SMD 장 비 모 니 터 링 시 스 템 에 의 적 용
Control

본 절에서는 제안된 생산 시스템의 구현에 앞서 기반 연구로 원
Kinematics

격지에서 SMD(Surface Mounting Device) 장비의 모션 및 센서를 실

…

시간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RT CORBA를 이용

Service Request

하여 구현해 봄으로써 실시간성 보장이 필요한 생산 시스템에서의
CORBA 이용가능을 검증하였다.

Event

그림 5.

5.1. 모 듈 및 객 체 설 계

제어 모듈 구성

Fig 5. The Configuration of Control Module

전체 모듈을 SMD의 각 축을 제어하기 위한 모션 객체와 센서 상
태를 감시하기 위한 Sensor 객체, SMD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객체로
구성하였다. 그림 6.은 각 객체들의 호출 관계와 메소드를 표시한
것이다.

모션 객체는 관리 객체로부터 작업을 지시 받고 I/O객체로부터
상태 정보를 얻어 원하는 기기 또는 I/O제어 작업을 수행한 후 수
행 결과를 관리 객체에 반환(Return) 한다. 또한 I/O객체는 모니

Monitoring

터링 객체, 관리 객체 등에 센서 등의 상태 정보를 일정한 주기 또

GUI

AxisXHome()
AxisYHome()
AxisZ1Home()
PLimitX()
MLimitX()
PLimitY()
MLimitY()
PLimitZ1()
MLimitZ1()
Emergency()
position()
Yposition()
Z1Position()

는 CORBA 이벤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기에
이상이나 작업도중 문제 발생 등을 알리는 긴급(Emergency) 신호가
발생될 경우 I/O 객체는 모션 객체에 기기 동작을 멈추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관리 객체에 기기 상태,센서 상태 등을 반환한다. 이에
관리 객체는 긴급한 정도에 따라 전체 생산 과정이 발생된 문제와
관계없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중단
하게 된다. 통신 객체는 I/O 객체와 제어 객체에게 기기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어 모듈에는 기기의 제어 특성에 따라
Kinematics, Trajectory 등의 특별한 기능을 하는 객체가 추가 되어
기기의 원활한 동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션 객체는
관리 객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역할 을 하는 동시에 I/O 객
체, Kinematics 객체, Trajectory 객체등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
라이언트의 역할을 한다.
4.2. 생 산 관 리 모 듈
생산관리 모듈은 관리 객체와 Graphical User Interface(GUI),

Motion

COMM

MoveHome ()
MoveAxis ()
SetSpeed()
GetStatus()
GetPosition ()
ServoOff()

Initialize()
PortOpen()
SendMessage()
QuaryMessage()

구성되며 생산 라인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을 제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베이스 객체로부터 각 기기의 정보와 작업 데이터를

Sensor
AxisXHome ()
AxisYHome ()
AxisZ1Home()
PLimitX()
MLimitX()
PLimitY()
MLimitY()
PLimitZ1()
MLimitZ1()
Emergency()

Trajectory

얻어 전체 작업을 계획하고 각기기에 적당한 명령을 내려 전체 생
산 시스템이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 제어 한다.

SetTrajType()
SetAccelTimes()
SetBlendType()

4.3. 데 이 터 베 이 스 모 듈

SMD

그림 6. 객체 설계

데이터 베이스 모듈은 GUI와 데이터 베이스 객체로 구성된다. 사

Fig 6. Design 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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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후 각 오퍼레이션에 정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우선순

설계된 객체들로 시스템을 구성해보면 그림 7과 같다.

위가 부여되면 스케줄링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개수와
GUI

스케줄링 전략(Scheduling Strategy)에 따라 필요로 하는 만큼의

Monitoring
Object

전송 큐(dispatching queues)를 결정한다. 런타임(run-time)시 스

CORBA

케줄링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오퍼레이션 요청이 발생하면 이를 적
당한 전송 큐에 전달함으로써 스케줄링이 이루어진다.

OS (Windows98)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성 실험을 위해 모션 객체와 센서 객체의
메소드 들을 몇 개의 독립적인 쓰레드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각 쓰
레드의

Internet

RT-Info를

통해

중요성(Criticality)과

최악실행시간

(Worstcase execution time)의 두 가지 실시간 속성을 표현하여 위
의 방법으로 각 쓰레드에 우선순위를 부여 하였다.

6. 결론 및 추후 과제

OS (Windows NT)
CORBA

본 논문에서는 네트웍이나 언어, 플랫폼등에 독립정인 프로그래
밍 환경을 제공하는 CORBA를 이용하여 쉽게 재구성, 추가 변경 등

Motion Sensor Comm. Traj.
Object Object Object Object

이 가능한 개방 구조형 생산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히

Real Time CORBA의 스케줄링 서비스를 이용한 제안된 생산 시스템

GUI

의 실시간성 보장을 실제 SMD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현을

그림 7.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통해 확인하였다. 추후 과제는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전

Fig 7. Configuration of monitoring system

체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고 그 성능과 편리성을 기존 시스템과 비
교해 보고 정적 스케줄링 뿐만 아니라 스케줄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동적 스케줄링을 이용하여 보는 것이다.

5.2 실시간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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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RT_Info
{
Criticality Criticality_;
Time Worstcase_exec_time_;
Period Period_;
Importance importance_;
Dependency_Info dependencies_;
};

그림 10. RT-Info 구조체
Fig 10. RT-Info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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