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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특정 단말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효율

적인 재공 또는 재고 관리를 통해 프로세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바코드, RFID, 영상인식과 같은

다양한 IT 기술의 접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단조 재공 관리 환경의 특성상 이러한 접근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기존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GPS 정보를 이용

하여 객체를 식별하고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따라서 특별한 식별태그가 요구되지 않으며, 식별태그를 판독하기 위한 특정 단말기

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존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체적인 단조 재공 관리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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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forging work-in-process control system that guarantees independency of a specific device and provides

cost-effectiveness. Until now, much research has been studied on improving the process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work-in-process or

inventory controls. Especially, incorporating various IT technologies such as barcode, RFID, and image recognition has been done.

However, those approaches cause many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ging work-in-process control environm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approaches, this paper proposes a novel forging work-in-process control system.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identifies and precisely manages positions of objects by using GPS information of smart mobile devices. Therefore,

identification tags as well as specific devices for reading the tags do not been required. It resolves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approaches and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the overall forging work-in-process contro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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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단조(Forging)는 금속 재료를 가압 성형하여 금속의 성질

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단조품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

작되며, 또한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사양이 다양하다. 이

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단조품 제작 시 동일 공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1]. 단조품 제작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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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적재장 단조 재공 관리는 고객이 요구에 따른 완제품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실

시간 재공 파악 및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따라

서 시간과 비용 및 작업 스케줄링 측면에서 단조 재공 관리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조 재공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이 절실

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단조 재공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유사 분야에서 바코

드, RFID, 영상인식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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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16]. 그러나 여전히 현재

의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은 물론 유사 분야의 새로운 IT

기술 적용 시스템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문

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

현재의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은 특정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속성은 높은 단말기 비용, 높은 유지 보수

비용 및 보수를 위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야기

한다.

•단조 재공 관리 환경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

단조 재공 관리를 위해서는 단조품의 고온열처리, 순환적

작업 과정, 열악한 적재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사 분

야에서의 IT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들이 각각의 장점을 지니

지만, 단조 재공 환경에는 부적합하다. 아울러 바코드 또는

RFID 등을 위한 추가적인 판독기가 요구되며, 이는 디바이

스 종속성에 따른 문제를 야기한다.

•정확한 위치 인식 및 최적 공간 활용성 결여

바코드와 RFID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적재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

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단조 재공 관리 시

스템의 문제점과 IT 기술을 접목한 관련 연구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화 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 제안 시스템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식별 및 정확한 적재 위치를 관

리한다. 제안 시스템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식별하고 적재 위치를 관리한

다. 따라서 특정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 문제는 물론 추가적

인 식별태그 사용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재공 관리 프로세스는 완제품 생산 시점까지 소요되는 비

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재공 관리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IT 기술을 이용한 단조 재공 관리 프로세스 향상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기존의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재공

등록을 위해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전용 단말

기는 높은 구입 비용을 요구하며, 제조 기업에 많은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보수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적재품의 등록 정보 갱신을 위해 ERP 시

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는 시간, 비용 및 인적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하고 부정확한 정보 입력, 재공 인수인계 정

보 등록 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존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IT 기술과의 접목이 요구된다. 유

사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에서는 바코드, RFID, GPS, 영상인

식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논문에

서는 기존 연구 내용을 바코드 기반 연구, RFID 기술 기반

연구 및 영상인식기술 기반 연구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바코드를 이용한 관리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연구

는 가장 오래된 연구 분야로서, 최근에는 2차원 바코드 및

도트 코드(Dot code) 기술까지 활용되고 있다[2]. 바코드는

간단한 구조와 개발의 편의성, 낮은 가격, 활용 범위가 넓다

는 장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재고 관리 및 물류 관리 분야

에서 바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5].

그러나 바코드 기술을 재공 관리 시스템에 적용함에 있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특히 재공 관리의 열악한

적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재공 관리와 열악한 적재 환경

으로 인해 바코드의 높은 훼손율, 인식률 저하, 순환공정으

로 인한 바코드 재사용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바코드

인식을 위해 전용 단말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 문제와 함께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RFID는 IC칩과 안테나가 내장된 태그를 부착하여 객체를

인식하는 비접촉식 무선 인식 기술이다[9]. RFID 기술은 바

코드 기술과 비교하여 안정성, 재활용성 및 보안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RFID 기술을

이용한 많은 응용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0-16].

RFID 기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

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한계 및 문제점을 지닌다. 먼저,

RFID 태그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다른 접근

방법에 비해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RFID 식별장치

(Reader)가 요구되며,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특정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확한 위치 관리 및

최적의 적재위치 선정이 어렵다.

앞서 기술한 바코드, RFID 기술 외에도 바코드와 영상인

식기술 접목을 통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6-8], 앞서 기술한 바코드 고유 특성에서 비롯된 단점을 그

대로 노출하며, 아울러 영상인식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의

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3. 제안 시스템 모델

3.1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앞서 기술한 기존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특정 단말기에 대

한 종속성, 적재품 인식을 위한 식별태그 운영비용 문제 및

부정확한 위치정보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이 논문에서 제

안하는 접근방법은 (그림 1)과 같다.

특정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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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그림 2)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현재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 기반의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적재품을 식별하기 위해 바코드나 RFID와 같은 식별 장

치, 즉 식별태그를 재공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는 식별태그

탈부착에 따른 시간 소요 및 높은 훼손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판독기가 탑재된 단말기 사용에 따른

특정 기기에 대한 종속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

보를 이용하여 재공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GPS를 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용한 재공품 식별은 물론 추가적인 기기 탑재가 불필

요하기 때문에 전용 단말기 개발이 요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존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정확한 위치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은 GPS가 내장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다. 따라서 재공품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등록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통한 최적의 적재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3.2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그림 2)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 준다. ERP 시스

템은 재공품에 대한 다양한 적재 정보를 제안 시스템을 통

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제공하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재공품 적재 공간상에서 정확한 재공품 적재 위치정보를 획

득하여 제안 시스템에 전송한다. 적재품의 적재 및 이송 트

랜잭션에 의해 변경된 정보는 제안 시스템을 통해 단조

ERP 시스템에 저장된다. 제안 시스템은 오픈 지리정보서비

스를 활용하여 적재품의 현황 정보 및 최적 적재 공간 위치

정보 등을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시화한다.

제안 시스템은 적재 관리 모듈, 적재 이송 관리 모듈, 최

적 적재 위치 선정 모듈, 적재 현황 뷰어, 이력 관리 모듈,

경로 설정 모듈, 오픈 지리정보서비스 연결 및 처리 모듈

및 단조 ERP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연결 처리 모듈 등으

로 구성된다. 특히 적재 관리 모듈과 적재 현황 뷰어, 이송

관리 모듈이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서, 이 논문에서의

프로토타입 구현 범위에 해당한다.

적재 관리 모듈은 하나의 공정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공정으로 단조 재공품이 이동될 때 적재장의 특정 위치에

적재되는 적재품의 위치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담당자, 즉 적재장 관리자가 적재장에 적재품을 적재하게

되면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GPS에서 수신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경도 및 위도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된

다. 위치가 등록되면 위치정보와 함께 재공 인수 정보를

ERP 시스템에 전송하여 저장함으로써 실시간 재공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적재 현황 뷰어는 적재장의 최대 적재 공간 정보, 적재

여유 공간 정보 및 적재된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적재장의 재공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며,

이송관리 모듈과 연계하여 적재품의 위치를 담당자에게 제

공한다.

이송 관리 모듈은 적재장에 적재되어 있는 적재품을 확인

하고 적재장 내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다른 적재장 또

는 공장 내 작업 대기 장소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송이 완료되면 ERP 시스템에 이송 정보를 전송한다.

이력 관리 모듈은 적재 관리 모듈과 이송 관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재공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

공의 적재 시간, 인수 또는 인계 정보 등을 관리함으로써

장기간 보관되는 재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로 설정 모듈은 이송할 적재품까지의 경로 및 이송 목

적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한다. 적재품의 경로를 최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동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적 적재 선정 모듈은 현재 적재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적재 위치 공간을 제안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적재

장의 여유 공간 중에서 적재품의 면적을 고려하여 최적의 적

재 위치 공간을 선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된다.

오픈 서비스 처리 모듈은 구글 맵, 네이버 맵과 같은 오

픈 API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지리정보서비

스와의 연결 처리 연산을 수행한다. 오픈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결 및 원하는 지도 정보를 획득하며, 이 모듈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재공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ERP 연결 처리 모듈은 변경된 재공품에 대한

정보를 단조 ERP 시스템에 전송한다. 단조 ERP 시스템 전

체 공정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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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세한 이송 프로세스

(그림 3)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림 4) 적재를 위한 상세 프로세스

(그림 6) 제안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모델 : 메타모델

3.3 주요 프로세스

(그림 3)은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 준

다. 제안 시스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는 적재와

이송 프로세스이며, 적재 프로세스는 적재품을 적재 공간에

적재하고 해당 적재품의 위치정보를 갱신 프로세스를 통해

단조 ERP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림 4)는 적재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보여 준다. 적재품

의 적재 현황 정보를 ERP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사

용자는 적재 위치로 이동하여 적재품을 적재한다. 적재할

때 모바일 기기의 GPS를 통해 정확한 적재 위치정보를 획

득하여 단조 ERP 시스템에 저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적재

품의 점유 공간 관리를 위해 공간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최소 경계 사각형(Mimimum Boundary

Rectangle, MBR)[17] 기법을 적용한다.

(그림 5)는 이송 프로세스를 보여 준다. 적재품을 다른 적

재장으로 이송시키거나 혹은 작업 대기 공간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단조 ERP 시스템에서 이송 지시를 내린다. 이송

지시는 이송할 적재품의 정보와 함께 전체적인 적재 현황

정보가 단조 ERP 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 모바일 기기로 전

달된다. 사용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송할 적재품을 식

별한다. 이후 갱신 프로세스를 통해 적재품의 이송 정보를

ERP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적재품 이송 프로세스를 완료

한다.

3.4 데이터 모델

(그림 6)은 제안 시스템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모델을

보여 준다. 데이터 모델은 제안 시스템의 연산 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주요 정보를 포함하며, 위치정보, 객체 정보, 제품

정보, 이력정보, 품질정보, 고객정보로 구성된다.

재공품의 핵심 정보는 객체(Object) 클래스에서 관리하며,

PON, 작업일자, 재공 인수일자, 작업시간, 설명 속성으로 구

성된다. 수주 정보인 Product_Information 클래스는 재공품

을 이용하여 완성되는 제품의 수주 정보 및 관련 정보를 관

리하며, PON, 강종 종류, 작업 중량, 제품 분류, 고객사 속

성으로 구성된다. 위치정보(Location) 클래스는 PON, MBR

기법에 의해 요구되는 두 개의 좌표 값을 나타내는 속성으

로 구성된다. 이력 정보(Historical_Information) 클래스는 이

송된 재공품에 대한 과거 적재 현황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클래스로서, PON, 인수일, 이전 장소, 인계일, 이송된 장소

및 추가 설명 정보 속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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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적재품 적재 과정 구현 화면

(그림 8) 적재품 이송 구현 결과 화면

보(Customer_Information)클래스는 제작 주문을 요청한 고

객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공품의 품질정보를 관리하는 품질

정보(Quality_Information) 클래스는 적재품 확인 작업을 위

한 정보를 관리한다.

4. 프로토타입 구현 및 평가

4.1 프로토타입 구현

이 절에서는 제안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및 구현과 관련된 환경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구현된 프로토타입은 옥외 적재장에서 관리하는 재공품을

대상으로 하며, 대형 단조품의 특성상 이중 적재는 하지 않

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앞서 기술한

주요 모듈 중, 핵심 모듈인 적재 및 이송 모듈을 중심으로

구현한다.

상세한 프로토타입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플랫폼 : Android Platform version 2.2, Android

API Level 8

•서버 운영체제 : Windows 7 Professional

•개발 언어 : Java JDK Version 1.6.0

•웹서버 : Apache Tomcat Version 6.0.14

•DBMS : Oracle 10g Enterprise Edition Release

10.2.0.1.0

•메모리 사이즈(RAM) : 2GB

•하드디스크 용량 : 250GB

•오픈 맵 : 구글 맵

(그림 7)은 적재품을 적재 공간에 적재하여 등록하는 과

정을 보여 준다. (그림 7(a))는 적재 공간에 도달한 화면을

나타내며, (그림 7(b))는 적재 관리자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의 GPS를 이용하여 적재품의 두 좌표를 획득하는 화면을

보여 준다. (그림 7(c))는 적재품의 적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획득되고 등록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적재장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적재품의 획득된 위치정보는

단조 ERP 시스템에 전송되어 저장된다.

(그림 8)은 적재품을 이송하는 과정을 구현한 화면을 전

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 8(a))는 이송할 적재품의 위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적재품 조회 현황을 보여 준다. 적재된 적

재품의 정보를 조회할 경우, 단조 ERP 시스템에서 적재된

재공품의 모든 정보를 전송 받아 화면에 마커로 표시한다.

이 때, 이송할 적재품을 다른 적재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색으로 표현한다. (그림 8(b))는 해당 적재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이송할 적재품의 정

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8(c))는

이송 처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보여 주는 구현 화면이다.

4.2 평가

이 절에서는 제안 시스템과 기존 접근방법을 비교 평가한

다. 제안 시스템의 장점과 함께 제안 시스템의 현실적인 현

장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다.

제안 시스템과 기존 접근방법과의 비교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재공 관리를 위한 적재 공간

의 환경은 기후 변화에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RFID 태그는

물론 바코드의 훼손율이 높다. 이러한 식별태그의 높은 훼

손 가능성으로 인해 재공품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제공한

다. 반면 제안 시스템은 RFID 태그와 같은 식별태그를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율과는 무관하며, 위치정보를 이

용하여 객체를 식별하기 때문에 높은 인식률을 제공한다.

기존 접근방법은 전용 단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기

기에 종속적이다. 이는 높은 단말기 구매 비용, 유지 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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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평가항목
바코드 기반 RFID 기반 제안 시스템

재공품 인식률 낮음
낮음

[ R(바코드)/R(RFID)³ 1]

높음

[높은 정확성]

식별태그 훼손율 매우 높음 낮음
무관함

[태그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종속성 완전 종속 완전 종속 독립적

식별 장치 관리 비용 높음
매우 높음

[C(바코드)/C(RFID)<1]
없음

위치 관리의 정확성 불가능 불가능 높음

적재 공간 효율성 낮음 낮음 높음

프로세스 생산성 낮음 낮음 높음

<표 1> 비교 평가 결과

따른 높은 비용 및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안 방

법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전용 기기에 대한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

은 관리 비용 및 처리의 신속성을 제공한다.

제안 시스템은 재공품 식별을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적재 위치 관리가 가능하며, 위치정보

를 이용한 최적의 적재 공간 선정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적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존 접근방법은 근본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공품의 위치를 관리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

로 단말기 사용 및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한다.

재공품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재공품

을 식별해야 한다. 제안 시스템은 다른 접근방법에 비해 식

별태그의 훼손과 무관하고 재공품의 인식률이 높다. 따라서

다른 방법에 비해 재공품 관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

러나 제안 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를 획득하지 못

할 경우,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영상 정

보를 이용한 재공품의 위치 확인 작업을 통해 관리의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접근방법은 식별태그 탈부착 과정이 요

구된다. 이는 전체적인 단조 재공 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을 저하시킨다. 반면 제안 시스템은 이러한 식별태그의 탈

부착 과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즉시적인 적재 등록 및 이송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기존 접근방법에

비해 보다 나은 처리 성능을 제공하며, 단조 재공 관리 프

로세스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기존 접근 방법에 비해 제안 시스템은 다양한 장점을 지

니는 반면,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 및 한계

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현재 인프라 환

경에서 비롯된 한계 및 향후 연구로서의 해결 방안 등에 대

하여 논의한다.

먼저 제안 시스템은 구현의 용이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 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재품의 위치를 가시화한

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를 위해 제공되는 오픈 지리정보서

비스는 제한된 확대 비율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보다 상세

한 적재품의 가시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픈 지리정보서비스의 기능 확장이나 별도의 지

리정보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비용이 절감된

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업체에 종속적이라는 단점이 있

다. 후자의 경우, 지리정보서비스 개발에 따른 구축 비용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지니는 반면, 자율적으로 최적화 된 서

비스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현재 인프라 환경의 또 다른 문제점은 모바일 기기에 내

장되어 있는 GPS의 성능에서 비롯된다. 즉, 위치 정보의 오

차는 GPS 칩셋 및 소프트웨어 처리 모듈에 따라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25m~0m이다. 제안 시스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 획득이 요구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적재품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적재 관리자

가 적재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며, 적재

품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본

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현재 GPS 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WIFI, 3G 중계기

등을 이용한 연구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 지상파 DMB를 통

해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DGPS(Differential

GPS)[18] 기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술 융합과 GPS 수

신기의 성능의 지속적인 향상은 머지않아 제안 시스템의 실

용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공 관

리를 위한 적재 공간은 임의의 공간이 아닌 이미 위치가 결

정되어 있는 닫힌 공간이다. 따라서 현재 모바일 기기에 내

장되어 있는 GPS 수신기의 성능을 기반으로 WIFI 등과 같

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오차 보정 기술 개발이 용이할 것

으로 보이며, 제안 시스템의 실용성을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말기 독립성과 비용의 효율성 제공을 위한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 227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 기존 단조 재공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IT

기술 적용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단조 재공 관

리 시스템 시스템을 제안하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조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또한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데이터 모델을 정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 시스템의 기능성을 명확하게 보

이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비교 평가를 통해 제안

시스템의 장점을 보였다.

기존의 접근방법에 비해 제안 시스템은 단조 재공 관리

환경에 적합하며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제안 시스템의 장

점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상된 인식률 보장

•식별태그의 훼손율 문제 해결

•특정 단말기에 대한 독립성 제공

•전용 단말기 관리 및 추가적인 식별태그 관리 비용 절감

효과

•재공품 위치 관리의 정확성 제공

•적재 공간의 높은 효율적 활용성 제공

•전체적인 재공 관리 프로세스 생산성 향상

이 논문에서는 일부 핵심 프로세스를 위한 모듈만을 구현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른 모듈에 대한 구현이 요구된

다. 특히 적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다 향상된 최

적의 적재 공간 선정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되며, 옥외 적재

장은 물론 옥내 적재장에서의 재공 관리를 위한 연구가 요

구된다.

재공품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재

공품을 식별해야 한다. 비록 제안 시스템이 기존 방법에 비

해 나은 인식률과 정확한 위치 관리 방법을 제공하지만, 획

득한 위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

다. 따라서 향후 향상된 위치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

구와 이를 통한 제안 시스템의 확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재공품의 점유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시

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평면적 재공품 적재 관리만을 고

려한다. 즉, 동일한 위치에 복수 개의 재공품을 적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정된

적재장에서 보다 많은 적재품 관리를 위한 3차원 재공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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