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ine
Control
설비자동화의�표준
Today’s factory automation system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Nexplant MESplus MC is the most eﬀective interface
for the equipment automation development in manufacturing factory.

MC(Machine Control)란?

설비자동화라는�개념이�처음�등장하였던�시기에는�주로�생산라인의�자동화라는�의미로�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설비자동화의�의미가�크게�확장되어�생산과�관련된�관리, 제조공정�전반의�자동화로�인식되고�있습니다.
미라콤 MC는�표준화�된�최적의�인터페이스를�활용하여�설비효율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IoT 패러다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생산설비�데이터의�안정적인�수집과�다각적인�활용이�요구됩니다.

따라서�설비�운영관리�체제�뿐�아니라�기존�설비의�고도화�및�새로운�설비와의�연계를�지원하는�시스템을�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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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recipe Management System)
- VM( Virtual Metrology)

Nexplant MESplus MC
MC는�제조�현장의�공장자동화를�지원합니다.

장비로부터�대량의�데이터를�신속히�수집하고�처리함으로써�생산관리

시스템(MES)과�장비�엔지니어링�시스템(EES, Equipment Engineering System)
구축에�필요한�데이터를�제공합니다.

특히�하이테크�산업군의�반도체와 FPD(LCD, PDP, OLED, Solar Cell etc) 및
전자, 전기, 전지�산업군의�장비�자동화�구축에�최적화�되어�있습니다.

MC의�특별함
다양한�장비�프로토콜과
산업�표준�지원

유연한�데이터�수집�및
가공�가능

검증받은�성능과�안정성

1

· 서로�다른�프로토콜을�지원하는�설비들과의�연계�가능

· 설비�개조, 교체를�최소화하여�효율적�적용�및�비용�절감

2

· 데이터�수집을�위한 Built-In 기능�제공

· 데이터�가공을�위한�각종�변형�및�변환�함수�지원

3

·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시스템 관리 지원
· 리포트와�로그�기반�장애�분석역량�제고
· Fail-Over를�통해 안정적�시스템�구현
· 다수의�대형�제조기업에�적용

손쉬운�개발과�유지보수

4

· 모델링�형식의�개발환경�지원

· 정제된 GUI를�통해�사용자�오입력�방지

· 다양한�장비�및�인터페이스�시스템 시뮬레이터와�로그�제공
· 인터넷을�통한�개발�및�유지보수�가능

MC 주요기능

Communication Modeler

SECS/GEM/HSMS Message 정의

- SECS/GEM/HSMS Log를�이용한 Drag & Drop Message
Library 정의
- Message별 Copy & Paste

- Message별 Log Enable/Disable

PLC Map 정의

- Bit와 Word 영역을�자유롭게�정의

- Copy & Paste를�이용하여�신속한 Map 정의�기능�제공

- 부가적인 Coding를�제거하는�다양한 Object Properties 제공

- 부가적인 Coding을�제거하는�다양한 Object Properties 제공
- Standard SECS/GEM/HSMS Message Library 제공

장비�트랜젝션�정의

- SECS/GEM/HSMS Message Item 및 Item 조합에�근거한
조건식�정의
- 다양한�조건식�및�우선�순위�기능�제공

- Mapping Multi-message to one Transaction

Administrator & Simulator
장비�원격제어관리

장비�시나리오�정의

- 실제�장비�프로세스 Flow와�같은 Readability 제공
- Callback Function 연결�기능�제공

- 데이터�무결성과�편리한�수정을�위한�효과적인 Locking 지원

가상�테스트

- 인터넷을�통한�원거리�장비의�모니터링�및�제어,
멀티�팹(FAB) 지원

- 로그를�이용한�용이한�가상�장비�생성

테스트�로그�관리

EAP 통신동향�분석

- Hex 및 SECS-II 로그�제공

- Bit Event에 Mapping된 Word 데이터�제공

- 로그파일을�이용한�다양한�개발지원�및�관리

Data Interface

데이터 Collection 정의

- Development Kit에�구현된�다양한�정보화�기능
- 사용자�정의�데이터 Collection 구조�정의
- Variable List 및 Item 기법�구현

- 수집된�데이터의 Formatting을�위한�다양한�컴포넌트
Properties지원

SECS 및 PLC Driver
- 대용량�고속통신

- 손쉬운�사용자�프로그래밍을�지원하기�위한 Late 컴포넌트
생성�지원

- 다양한�가상�시나리오�구성�및�테스트�지원

- EAP 통신동향�분석�및�통계산출

- EAP 로그분석기를�사용한�리포팅

장비와�상위�시스템간의�데이터�정의

- 표준�데이터�변환�컴포넌트를�지원해�다양한�자동화
컴포넌트들과�일관된�통신�지원
- 데이터�인코더�및�디코더

- Stub Generator를�통한�표준 Callback Function
Skeleton 정의

구축사례
사례 1.

설비�자동화�시스템�구축에�의한�생산성�향상
Challenge

Solution

· 수작업으로�인한�사고�발생�및
생산성�저하

· 다양한�통신�프로토콜을�갖춘
설비들로부터�데이터�통합�수집

· 상위�시스템�활용을�위한 I/F 필요

· 솔루션�내부 Auto Fail-Over
기능으로�장애발생시�자동�복구

· 설비�진행�현황과�상태�관리�필요

· 사고�방지를�위한�설비�제어

Beneﬁts
· 설비�제어를�통한�사고�예방

· 자동화�지원으로�생산성�향상

· 안정적�설비�데이터�수집�및�시스템�구축

사례 2.
PCB 생산�설비�자동화�및 eCIM시스템�구축

Challenge
· 품질�및�생산성�향상을�위해
분석할�데이터가�부족
· 설비 Recipe 관리�필요

· eCIM 통합관리�시스템�구축�필요

· 외주사의�생산결과에�대한�데이터
수집�필요

Solution

Beneﬁts

· 통신모듈�개선을�통한�종합적
데이터�수집

· Recipe 관리를�통한�생산�사고�방지�및
품질�향상

· 상위�시스템(ERP, MES) 연동을
위한 I/F 지원

·외주사�생산결과�확인을�통한�생산
효율성�증대

· RMS도입을�통한 Recipe 관리
체계확립

· 외주사�네트워크�연동으로�생산
진행결과�수집�시스템�구축

·상위�시스템�기준�데이터를�활용으로
생산품의�추적�시스템 (Lot Tracking)확보

사례 3.

자동차�전장�라인�자동화�시스템�구축
Challenge
· 인라인�설비의 Lot Tracking
시스템�필요

· 시스템�장애�발생�감지체계와
신속한�조치�필요

Solution
· 전장라인의 PLC MAP 표준화
· 측정�및�검사�설비에�대한
CIM 구축

· 상위�시스템(MES) 연동을�위한
I/F 구현
· 시스템�장애�자동�감지�및
Auto Fail-Over 기능�제공

Beneﬁts
· 자동화�시스템�구축으로�제품�추적성
(Lot Tracking) 및�신뢰성�향상
· 표준 PLC Map 활용으로�신규�라인
자동화�구축�시간�단축

· I/F 변경�및�장애�대응�시간�단축으로
데이터�수집에�대한�안정성�확보

MC 도입효과
계획된�정보를�사용하여�장비를�정확히�제어함으로써�생산라인의�생산성을�극대화

장비의�생산�데이터와�품질�데이터를�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제조 Cycle Time과�제품�결함율�감소
Full-Automation 도입에�따른�무인�자동화로�생산�비용�절감

실시간�장비�모니터링을�통한�장애�검출로�장비 Down Time 감소

장비�장애�분석을�통대로�장비를�관리함으로써�장비의�가동율�향상
생산라인�공정�변화에�신속히�대처함으로써�생산 Lead Time 감소

Fail-Over 를�통한�시스템�이중화�구성으로�장비�데이터 Loss율�최소화
편리한�개발과�테스트�환경�제공으로�조기�자동화�라인�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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