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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재해 또는 보안의 이유로 외부와의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외부 데이터 

통신 없이 장비와 스마트폰 간의 무선통신만으로 장비 인식과 매뉴얼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매뉴얼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매뉴얼 데이터가 내장된 매뉴얼 관리 모듈을 대상 장비에 내장한 후 스마트폰에서 수

행되는 매뉴얼 앱은 관리 모듈에 부착된 QR 코드 스캔 또는 NFC 접촉으로 장비를 인식하고, 장비가 인식되면 블루

투스 통신을 통해 관리 모듈에 내장된 매뉴얼 데이터를 수신하여 웹 템플릿을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구현된 시

스템을 실제 산업용 발전기에 설치하여 정전 발생 시 기존의 3단계 처리 과정을 2단계로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d implements an on-line instruction manual system which can generate the instruction manual 
page for the target device at the smartphone on the spot. The instruction manual app. on smartphone scans a QR code 
or reads NFC tag attached in the instruction manual management module embedded in the target device, and receives 
instruction manual data from the instruction manual management module through the Bluetooth communications and 
finally shows the refined instruction manual pages on the smartphone display using a Web-based templates. For the 
evaluation we embedded the instruction manual management module for an industrial generator with its instruction manual 
data. Assuming a circumstance of blackout we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reduce the repair work within two 
steps compared to three steps in the existing one without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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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는 대부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업무의 정보화가 확대됨에 따

라 정보시스템의 규모는 물론 복잡성 또한 하루가 다르

게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가 학습해야 할 정보시스템 매

뉴얼의 양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쇄물 위주

의 매뉴얼은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업무 절차의 변경이나 업데이트된 장비와의 매뉴

얼 불일치성, 나아가 매뉴얼 학습의 부담으로 인해 시

스템 활용성을 저하시키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사용

자 만족도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요청 처리에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해당 

전문가 또는 검색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

은 대량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매뉴얼 내용의 이해 없이 단순히 단어 검색에 의존하는 

것은 검색 결과의 부정확성은 물론 심지어 불필요한 정

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5년 12월 제주공항 관제시설 통신장애가 발생하

여 항공기 관제가 1시간여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복구하러 온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은 엉뚱한 장치

만 손보다가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텍스트 위주의 매뉴

얼 해석의 어려움이 처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

었다[1]. 항공 및 군용 장비의 정비는 점검절차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의 사용과 각 절차의 구체

적인 설명 부족으로 인해 매뉴얼만으로는 즉각적인 대

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2].
원자력 발전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 

장치의 대부분은 유지보수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또한 한정되어 있어 실시간 유지보수가 

어렵다[3].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갱신 이력과 일치하는 매뉴얼

의 일관성 유지와 정비수행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매뉴얼 콘텐츠 연구도 활발하다. 자
동차 사용법 매뉴얼을 증강현실 콘텐츠로 제공하는 연

구[4]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K9 자동차의 사용자 매

뉴얼을 3D 증강현실로 구현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 학

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뉴얼에 포함된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해당 정비 

업무에 필요한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찾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5]. 온톨로지 기반의 매뉴얼 추천 방안 

연구[6]에서는 해당 정보시스템 도메인에 대한 매뉴얼

들을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서비스 요청 키워드와 분류

된 매뉴얼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매뉴얼 추천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QR 코드와 NFC 태그를 이용하여 사

용자 요구에 맞는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자동 제공하는 

온라인 매뉴얼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 

시스템은 추천의 정확도 향상과 자동 처리를 위해 매뉴

얼을 온톨로지 의미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키워드 추출

과 유사도 계산을 통해 최적의 매뉴얼을 추천할 수 있

다. 또한 장비에 내장된 매뉴얼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

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표준 템플릿을 

통해 웹으로 표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사례와 매뉴얼 제작에 관련

된 최근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온라

인 매뉴얼 추천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요소 개발에 대하

여 설명하고, 4장의 결론과 향후 활용방안으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유지보수 체계 연구의 최근 동향으로써 

증강현실을 활용한 유지보수 체계 연구와 신기술을 적

용한 다양한 매뉴얼 제작 사례들을 살펴본다. 

2.1. 증강현실 기반 유지보수 체계

증강현실 활용 정비 체계에 대한 최신 연구의 하나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온라인 문서 탐색 시스템이 있다[7]. 
이 시스템은 사용자 제스처 인식을 위해 비디오카메라

와 거리 측정 센서를 사용하고 마커 기반 증강현실 이

미지를 머리에 부착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활용 분

야는 3D 탐색, CAD 제작, 실시간 3D 정비 등이다. 
콜롬비아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해병대와 함께 AR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장비 정비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8]. 정비 작업자는 책자 매뉴얼이나 노트

북 대신에 머리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비 업무

를 수행한다. AR 시스템은 정비 대상을 표시하는 가상

의 3D 화살표, 정비절차, 라벨과 경고, 애니메이션을 가

상공간에 덧씌워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2015년 한빛소프트와 연세대학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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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증강현실 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

발에 착수했다[9]. 개발될 시뮬레이터는 자연재해와 같

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현

실감 있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2.2. 온라인 매뉴얼 관련 기술 동향

삼성전자는 자사의 복합기에서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타자입력 없이 스캔만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점자책을 

한국점자도서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10].
LG전자는 마우스와 스캐너를 합친 마우스 스캐너를 

개발하였다[11].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스캔할 일이 있

을 경우 바로 스캐너 모드로 바꿀 수 있고 OCR 기술을 

통해 문서를 바로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에 관한 연구[12]에서는 HTML 

기반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비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치원 

교사에게 유아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였

다[13].

Ⅲ. 온라인 매뉴얼 체계의 설계 및 구현

기존 인쇄물 위주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은 장치의 현

재 상태와 매뉴얼 버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과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기반: 모든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 매뉴얼을 제공

∙데이터통신 사용 없음: 재난재해 또는 보안 등의 이

유로 데이터 통신이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운용 

가능

∙Scan & Play 기반: 별도의 설정 없이 스마트폰만으

로 장비에 대한 매뉴얼 추천 및 제공

∙장비 상태 자동 인식: 장비의 다양한 상태를 자동으

로 인식하여 유지보수 정확성 향상

∙실시간 대화형 운영: 웹 템플릿 기반 자동 생성 통합

매뉴얼 인터페이스 제공

특히 재난재해 또는 보안의 이유로 외부통신이 어려

운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외부 데이터 통신 없

이 장비와 스마트폰 간의 무선통신만으로 장비 인식과 

매뉴얼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QR 코드 스캔과 스마트폰에 내장된 NFC로 장비를 인

식하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장비에 내장된 매뉴얼 데이

터를 수신한다.
제안하는 온라인 매뉴얼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or Online Manual System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장비(Target Device 또는 Main System):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장비로써 매뉴얼 관리 모

듈을 장착. 그림 1에서 Main System은 매뉴얼 관

리 모듈 장착 이전, Target Device는 장착 후를 나

타냄

2) 매뉴얼 관리 모듈(Manual Management Module): 
부착된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저장. 
QR 및 NFC 무선 통신, 무선 접근 프로파일, 무선 

연동 코드 등을 지원하고 웹 기반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매뉴얼 데이터를 저장

3) 매뉴얼 앱(Manual App.): 장비에 부착된 매뉴얼 

관리 모듈의 QR 코드 또는 NFC로 장비를 인식하

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매뉴얼 관리 모듈에 저

장된 매뉴얼을 받아 전용 브라우저에 표시

3.1. 매뉴얼 관리 모듈 개발

매뉴얼 관리 모듈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부착되는 

모듈로써 해당 장비에 대한 매뉴얼 데이터를 저장하고 

QR 코드 및 NFC 태그에 해당 장비의 정보 및 매뉴얼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구현한 매뉴얼 관리 모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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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와 같다. 주요 부품은 ATmega 328 MCU, 매뉴얼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NFC 태그 칩,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BLE 모듈 등이다. 

Fig. 2 Manual Management Module

표 1은 매뉴얼 관리 모듈 제작에 사용된 주요 부품 및 

부품 모델을 나타낸다.

Components Description

NFC TAG CHIP NTAG213F by NXP

NFC TAG ANT PCB Pattern Antenna

Serial Memory M25P16 Serial Flash Memory

BLE Chip CC2541 Bluetooth SoC

Power LDO Power Module

Download Pin Header Pin 6p

Module Reset Reset Button

Table. 1 Components and Description of the Module

매뉴얼 관리 모듈에 저장되는 매뉴얼 데이터는 

HTML5와 CSS3 기반의 웹 문서로 제작하였다. HTML5 
웹 표준을 준수하며 사용자 요청과 일치하는 매뉴얼 검

색 지원을 위해 매뉴얼 데이터를 계층적 폴더로 분류하

여 저장하였다. 

3.2. 매뉴얼 앱 개발

매뉴얼 앱은 매뉴얼 관리 모듈에 웹 폴더 형태로 저

장된 매뉴얼 데이터를 웹 기반 템플릿을 통해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아닌 개별 사설 네트

워크에서의 웹 기반 통신의 예로는 PWW(Person Wide 
Web)을 들 수 있다[14, 15]. 그림 3은 매뉴얼 앱

(UCOM)의 초기 실행 화면이다. 매뉴얼 앱의 동작 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QR 코드 버튼(화면 하단 왼쪽 첫 번째)으로 QR 

스캔 모듈을 구동하거나 또는 NFC 버튼(화면 하

단 왼쪽 두 번째)으로 NFC 리더기 모듈을 구동하

여 장비에 부착된 매뉴얼 관리 모듈에 접근

2) QR 코드 또는 NFC 스캔 결과로 매뉴얼 관리 모

듈 QR 코드 또는 NFC에 저장된 블루투스 모듈 

MAC 주소를 추출하고 블루투스 페어링 요청. 해
당 블루투스 모듈이 스마트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MAC 주소와 모듈의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전달하여 페어링을 시도. 해당 블루투

스 모듈이 스마트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

우 MAC 주소와 매칭하여 페어링 시도

3) 블루투스 페어링이 완료되면 매뉴얼 관리 모듈로

부터 매뉴얼을 수신

4) 수신된 매뉴얼 데이터를 웹 템플릿으로 포장하여 

안드로이드 웹뷰를 통해 브라우저에 표시

Fig. 3 Initial page of the Manu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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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뉴얼 데이터 개발

매뉴얼 데이터는 매뉴얼 관리 모듈에 저장되며 매뉴

얼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 접근 시 블루투스 통신을 통

해 매뉴얼 앱으로 전송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비 

사용자에게 웹 기반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 데

이터 개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HTML5 및 CSS3 기반 웹 문서로 제작

∙모바일 기기의 웹 뷰어를 통해 열람 가능

∙모바일 기기 특성 및 브라우저 종류에 구애받지 않

도록 웹 표준 준수

∙반응형 웹 기반의 풀브라우징으로 구현

∙브라우저 해상도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

는 뷰포트 설정

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 데이터는 HTML5 
기반 웹 표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사용자 요청과 일

치하는 매뉴얼 검색 지원을 위해 매뉴얼 데이타를 계층

적 폴더로 분류하여 저장하였다. 발전 장비 매뉴얼에 

대한 매뉴얼 데이터의 폴더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생성된 매뉴얼 데이터는 매뉴얼 관리 모듈의 시리

얼 메모리로 다운로드한다.

Files Directory Hierarchy Description

Folder Directory Structure 
for Manual Data

HTML
Files

HTML files for the 
Manual Data

CSS
Files

Style Sheet for the 
Manual Page

Javascript
Files

Javascript Code for 
Manual Templates

Table. 2 Directory Hierarchy of the Manual Data

그림 4는 매뉴얼 앱이 생성한 매뉴얼 페이지이다.

Fig. 4 Manual Page Generated by Android Web View

Ⅳ. 결론 및 활용 방안

본 논문에서는 재난재해 또는 보안의 이유로 외부통

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외부 데이

터 통신 없이 장비와 스마트폰 간의 무선통신만으로 장

비 인식과 매뉴얼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

인 매뉴얼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매뉴얼 데이

터가 내장된 매뉴얼 관리 모듈을 대상 장비에 부착하고 

스마트폰에서 수행되는 매뉴얼 앱은 관리 모듈에 부착

된 QR 코드 스캔 또는 NFC 접촉으로 장비를 인식한다. 
장비가 인식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관리 모듈에 내

장된 매뉴얼 데이터를 수신하여 웹 템플릿을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그림 5는 건물 내 발전기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모습

이다. 건물 정전 시 기존 방식에서는 당직자에게 신고

가 접수된 후, 1) 당직자는 건물 내 전기담당자 호출 및 

전기 관련 업체 연락, 2) 전기담당자가 현장 방문 및 상

태 확인, 3) 단순 정전이면 전기담당자가 누전 차단기 

해제, 그렇지 않으면 전기 관련 업체 방문 대기와 같이 

총 3단계가 필요하지만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면 1) 당
직자는 발전기에 부착된 매뉴얼 관리 모듈을 스캔하여 

누전 시 대응 매뉴얼 수신, 2) 단순 정전이면 당직자가 

누전 차단기 해제, 그렇지 않으면 전기 관련 업체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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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문 대기와 같이 2단계로 해결할 수 있다.

Fig. 5 The Manual Management Module Attached to 
Industrial Generator and the Appl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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