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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품질 및 고정밀 제품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 

공정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웹기반의 관리 솔루션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오류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요구 

및 실시간 긴급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생산라인의 생산현황 

정보와 이상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

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기반 관리시스템을 구현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사출성형공정 모니터링 증강현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실제환

경과 가상환경의 중간단계를 나타내며, 현실세계

와 가상의 체험을 결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2,3 

기기 운영시 몰입감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손쉽게 획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모바일센서를 이용한 콘텐츠 추적기술과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한 마커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증강현실 기반 사출성형공정 관리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증강현실 기반 사출성형공정 관리시스템은 실

행 후 Fig. 1-(a)와 같이 로그인 기능으로 보안유지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출성형공정의 관리 

콘텐츠 분석을 통해 필요한 관리 항목을 도출하였

으며, 관리 항목은 Fig. 1-(b)와 같이 크게 라인관리

와 장비관리로 구분하였다. 
라인관리는 여러대의 장비로 구성된 사출성형 

생산라인에 설치한 마커 인식을 통해 장비번호가 

증강되어 나타나도록 하였다. 증강된 장비의 번호

를 선택하면 정상가동 유무, 일반현황, 장비위치 

등의 콘텐츠를 증강현실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장
비위치 콘텐츠는 Fig. 1-(c)와 같이 라인 마커로부터

의 거리와 화살표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a) Log-in        (b) Main        (c) Line management
Fig. 1  Augmented reality in smartphone application

장비관리는 해당 장비의 마커를 인식하여 장비, 
제품, 납품, 고장, 공정변수와 같은 생산현황 정보

를 Fig. 2와 같이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Contents of equipment management 

장비관리에서 제품 관련 상세 현황정보는 생산

제품, 사출수량, 코팅수량, 조립수량으로 분류하였

다. Fig. 3은 해당 장비에서 제품의 사출수량을 증강

현실로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장비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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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통해 해당 장비에서의 전체 사출수량, 양품

수량, 불량수량 및 수율을 이미지로 알기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Fig. 3 Equipment management - Products

장비관리에서 납품의 진척확인은 Fig. 4와 같이 

진척도, 수주수량, 현재수량, 하루 사출수량 그리고 

납품가능 예정일로 분류하여 증강현실로 나타내

었다. 스마트폰의 장비 마커 인식으로 해당장비에

서의 수주수량에 대한 생산진척도를 이미지로 확

인할 수 있다.

Fig. 4 Equipment management - Delivery

Fig. 5 Text message function for equipment status

또한 Fig. 5와 같이 현장작업자가 해당 장비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대 작업자가 장비에 대한 이력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반 사출성형공

정 관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현장작업자는 생

산현장에서 장비가동, 공정변수 등의 작업 관리 

편의성이 증대되고 현장에서 신속한 이상장애 파

악이 가능하다. 중간관리자는 설비운용, 생산제품 

및 수율 등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과 이상상태 

관리에 활용 가능하다. 최고경영자는 수·발주, 진
척도 및 납기 등의 진척 현황 관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응 의사결정에 효율적일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공정의 모니터링과 관

리를 위하여 스마트폰 기반 증강현실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사출성형공정 라인 및 장비의 실제영상

에 관리 콘텐츠 정보를 증강현실로 결합함으로써 

생산현황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생산현장에

서의 작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상 

발생시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제품생

산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신속대응 가능한 

BIS(Built-In Sensor)기반 자율 지능형 사출성형시

스템 개발” 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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