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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스마트폰(Smart phone) 및 테블릿 PC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현실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

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현장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이 가

속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블릿 PC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원격 모니터

링 시스템이 급속도로 모바일 기능이 탑제된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갤럭시탭을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현장의 생산검사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디바이스(갤럭시탭)를 통하여 스마트디바이스에서 획득한 이미지(image) 정보과 텍스트(text) 정보를 원

적지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과 또 다른 원격지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

바일 스마트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유연성이 있는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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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IT 기기의 활용은 필수가 되

고 있으며 점점 IT 기술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차츰 클라우드(cloud) 인프라를 통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S/W) 등을 자신이 소유한 컴퓨터

가 아닌 외부의 데이터 센터에 두고 사용하는 환경으

로 빨른 속도록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일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모바일 시스템은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로 그 활용범위

를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여

생산검사항목을 원격에서 관리하기위하여 스마트 단

말기 기반의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용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의 구성

일반적인 스마트 단말기는 와이파이(Wi-Fi) 무선

환경으로 직접 단말기 브라우저에서 웹을 지원한다. 
그리고 유대전화의 통신기능을 뺀 저가의 아이패드

(iPad)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단말기의 보급이 확장되

었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단말기는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사용함으로써 제조업의 공정관

리, 작업 실적관리를 통하여 납기 지연 방지 및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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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납품이 이루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제조업 분야의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은 스마트 단말기 기반으로 각종 업무용 모

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제시

하였다.

그림 1. 스마트 단말기를 지원하는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Ⅲ. 구현 및 결과

본 논문의 구현을 위하여 ㈜만도의 생산/검사 항목

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 단말기로 관리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전체의 메인화면은 그림 2의 시안과 같이하였으며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인화면은 네개의 메뉴를 선택

(점검현황, 완성품 출하 검사, LPA 검사, 문서보기)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로그

아웃 되도록 구현하였다. 특히 입력 조건은 스마트 단

말기의 터치버튼을 기반으로 입력받도록 하였다.
점검 현황의 경우 그림 3에서 제시한 시안을 토대

로 하여 일일 점검 화면을 설계 하였다. 사용자가 한

주 단위로 전체 5가지의 점검표에 대한 현황을 해당

색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그림 3과 같이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디자인 하였다. 추가로 일일 점

검의 경우는 주, 야 시간대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였

으며, 점검이 완료된 경우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진행

중인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진행이 아직 되지 않

은 것은 빨강색으로 표시하였다. 점검 메뉴의 경우는

해당 요일의 원하는 점검표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1주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 단말기의 슬

라이드 터치를 통한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하여 날짜

를 변경 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2. 메인 화면 및 점검 현황 화면

 
그림 3. 스마트 단말기 기반의 일일 점검 화면

Ⅳ. 결 론

본 논문의 구현 결과를 ㈜만도의 생산/검사 부분에

적용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현장 활동 모니터

링이 가능해져 생산된 제품의 이력추적관리 부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스마트 단말기의 도입은 설비의 사용 상황을 자동

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작업자가 단번

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작업자에게 피드백하여 효과를 높일 것인지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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