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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Network 망 품질 측정, IPTV /
STB 품질 측정 및 자동화 테스트에 

특화된 계측기와 솔루션 공급

비정형 데이터로부터의 정량화
된 정보 추출, 이물질 혼입 검사
에 특화된 AI+Vision 기반 검사 

장비와 솔루션 공급

AI+Vision 융합 기술 기반
자동차 인식 솔루션 공급
(손상 여부, 차종, 번호판)

Overview 사업영역 & 보유기술

Who we are

What we dream

NEXTLab은 3개의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etwork 
& Media

Smart 
Factory

보유기술

NEXTLab은 비전 AI 기술과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융합한 검사 계측, 자동화 테스트 솔루션 전문 기업

입니다. 10년간 국내시장에서 성장해오면서 외산 브랜드만이 선택지였던 국내 방송 통신업계에 

국산 계측 솔루션을 공급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축적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 검사 계측, 자동화 

테스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EXTLab은 현황만을 측정해 주는 전통적인 검사 계측 패러다임을 벗어나, 고객이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인 분석까지 지원하는 차별화 포인트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NEXTLab은 건강한 생각과 도전이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핵심에

만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술의 혜택을 

온 사회에 전파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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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영상처리 
융합기술 데이터 처리기술 하드웨어 융합기술

.  스마트 기기 UX 품질 평가 및 
   UI 자동화 테스트 기술
.  AI 기반 실시간 영상 처리 및 
   분석 기술
.  AI 기반 이미지/영상 확대 기술   
   (Super Resolution)
.  AI 기반 2D->3D 변환 기술

.  이기종 시스템 출력 데이터 
   동기화 수집 기술
.  대규모 데이터의 정량적 시각화	
   기술
.  데이터 기반 Insight 추론을 위한    
   Business Intelligence 기술
  

.  영상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회로 
   통합개발
.  임베디드, GPU 기반 연산 수행을 
   위한 모듈 개발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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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 학사 (2004~2009)

KAIST AIC 40기 (2021)

㈜넥스트랩 (2018~현재)

한샘 EUG (2010~2013)

포항공대 제어계측공학 박사 (1999~2011)

㈜넥스트랩 (2019~현재)

㈜내일랩 (2017~2019)

LG전자 생산기술원, UX연구소 (2012~2017)

박 영 수 
CTO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2008~2016)

KAIST AIC 40기 (2021)

㈜넥스트랩 (2018~현재) 

현대엔지니어링 (2017~2018)

이 지 웅 
Leader of Hardware Development

윤 영 주 
Leader of Business Management

NEXTLabbers

이 세 용 
Leader of Solution Development

전남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2004~2011)

㈜넥스트랩 (2004~2011)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 학사 (2008~2012)

㈜넥스트랩 (2018~현재)

수협은행 (2015~2018)

전 은 비 
Leader of Management Support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1995~2002)

㈜넥스트랩 CEO (2012~현재)

㈜네이버 (2008~2012)

SK커뮤니케이션즈 (2003~2007)

이 창 근 

회사소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2004~20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위원 
(2019~현재)

㈜넥스트랩 (2014~현재)

LG전자 생산기술원 (2013~2014)

강남대학교 컴퓨터미디어 학사 (2006~2013)

㈜넥스트랩 (2014~현재)

㈜IMTS (2013~2014)

박 재 현 
Leader of Sales Department

CEO 김 성 민 CEO



일할 때는 치열하게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

NEXTLabber Passions

01 02 03

Organization Chart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 전문 기업
석/박사 연구 인력들이 전사 연구개발 주도

자유와 책임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86%5%

9%

연구개발경영지원

경영진

 I 0908 I NEXTLab 회사소개

경영지원팀

연구개발팀 솔루션개발팀 사업관리팀 영업팀하드웨어개발팀

IMT사업부
(Intelligent Measurement & Testing)

 IAS사업부
(Intelligent Automat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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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2 2013 2014 2015
07  - 넥스트랩 창립 0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벤처기업 인증

10  - 블랙박스 기반 스마트 기기 자동화 
품질 테스트 제품 BeyondTest 출시 
(Launching Customer : LG전자 H/E사업본부)

02  - SK Broadband 신규고객 확보 
(Launching Project : PLM기반 단말 Lifecycle 관리시스템)

06  - IPTV 방송 품질 실시간 모니터링 제품
BeyondTest STB 출시 
(Launching Customer : SK Broadband)

07  - 본사 확장 이전 (서울 서초구 성해빌딩 2층)

03  - 로봇 기반 스마트기기 자동화 품질
테스트 제품 BeyondTest TSD 출시
(Launching Customer : LG전자 V/C사업본부)

05  - SK Telecom 신규 고객 확보 
(Launching Project : IPTV 셋톱박스
체감 품질 정량화 평가 기술 개발)

08  - 현대오트론 신규고객 확보 
(Launching Project : 자동차 ECU 
Calibration 및 모니터링 Tool 개발)

2017 2016 
2016.05  - 병역 특례업체 지정 
2017.09  - Korea VR Expo 참가 

	 (VR HMD 체감 품질 평가를 위한 BeyondTest TSD)

2018
03  - Smart Factory용 AI기반 검사 솔루션 

공급을 위한 MOU체결 (Pungkook Corporation)

07  - 본사 확장 이전 (서울 서초구 JS빌딩 9층) 
- OTT QoE 계측 제품 BeyondTest OTT 출시 

(Launching Customer : SK Broadband)

10  - IPTV 셋톱박스 통합 검증센터 
플랫폼 고도화 수주 (SK Broadband)

12  -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 음성인식기기 자동화 테스트 제품 

BeyondTest V-UI 출시
(Launching Customer : SK Broadband)

2019

2020 2022

01  - 강소기업 선정

07  - 전략적 사업제휴 MOU 체결 (㈜인포텍) 
- 전국망 10Gbps 인터넷 속도 측정 제품 

SpeedMeter 출시 
(Launching Customer : SK Broadband)

08  - AI기반 제조품 이물 검출 제품
Beyond X-Ray 출시
(Launching Customer : Pungkook Corporation)

10  - 근무 혁신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SS등급) 

- Beyond X-Ray 수출개시 
(Vietnam, Indonesia)

11  - 베트남 호치민 섬유의류 산업전 
(Vietnam Int'l Textile & Garment) 참가

12  - TTA 제안 표준 채택 
(“셋톱박스 품질측정 자동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 구조탐색 방법”)

01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04  - AJ 셀카 신규 고객 확보 
(Launching Project : 중고차 시세 통계 서비스 구축)

05  - ISO 9001:2015 인증 
- 소형 셋톱박스 품질 계측기 STB Multimeter 출시                     

(Launching Customer : (주)아비스)

08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12  - 휴대용 인터넷, IPTV 품질 계측기 netMeter 출시      
(Launching Customer : LGU+)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회사소개

01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03  - KT 신규 고객 확보
(Launching Project : IPTV 서비스 품질 
검증 자동화 시스템 구축)

04  - 제조센터(Creative Lab) 공장 등록 

 I 11

01  - Beyond X-Ray 해외 대리점 계약 체결 
(HPT Vietnam) 

04  - RECO 신규 고객 확보
(Launching Project : AI 기반 폐기물 정보분석 솔루션)

07  - 본사 확장 이전 (서울 강남구 H&S 타워 12 층)
- 제조센터 (Creative Lab) 확보 
  (서울 성동구 서울숲 IT 시티 B102 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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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인증

등록특허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검사 장치 및 검사 방법 2012.10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사 장치 및 방법 2017.05

터치 힘 측정 시스템 2017.10

실시간 영상 서비스의 화면 깨짐 검출 방법 및 그를 위한 장치 2018.04

UI 기능 테스트 시스템 및 방법 2020.02

차량 하부 촬영 및 영상 처리 시스템과 그 방법 2021.11

자동화 테스트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21.12 SK Broadband 공동출원

음성인식 품질평가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21.12 SK Broadband 공동출원

엑스레이 이미지 기반 이물질 탐지 성능 최적화 시스템 및 방법 2022.02

인증

ISO 9001:2015 인증 ICR 2020.05 - 2023.05

병역 특례업체 병무청 2016.05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2019.04

기업부설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2013.05

청년 친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2022.01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2020.08 - 2022.12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2020.12 - 2023.11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18.12

근무 혁신 우수기업(SS등급) 고용노동부 2019.10

AI Tech 인증 (Beyond ALPR) 한국인공지능협회 2021.01

수상실적

TTA ICT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우수사례 기업상 2017.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상표권

BEYOND X-Ray 2021.10

STB Multimeter 2021.10

BEYOND TEST 2014.12

BEYOND SERVICE 2014.09

주요고객사

Network & Media
SK Broadband . LGU+ . KT . SK Telecom . SK Planet . Abies Pungkook Corp . RECO . 한국DBK현대오토에버 . AJ셀카 . MK

Smart FactoryAutomotive

회사소개



Overview

Network & Media (방송통신계측시장)
Network 망 품질 측정, IPTV/STB 품질 측정 및 자동화 테스트에 특화된 계측기와 솔루션 공급

netMeterSTB Multimeter
휴대형 네트워크 품질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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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Factory
비정형 데이터로부터의 정량화된 정보추출, 이물질 혼입 검사에 특화된 AI+Vision 기반 검사장비와 솔루션 공급

WideNET Camera
공간정보 측정/분석 시스템

Beyond X-Ray
AI 이물 검출 시스템

Automotive
AI+Vision 융합 기술 기반 자동차 인식(손상 여부, 차종, 번호판) 솔루션 공급

Beyond ALPR  
융합 기술 기반 자동차 인식 솔루션IPTV 서비스 품질과 STB 품질 계측기



 I 1716 I NEXTLab

개념도

Network & Media

STB Multimeter

서비스 가입 고객이 체감하는 IPTV 서비스 품질과 STB 품질을 정량적인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STB Multimeter는 STB 조작과 Back-Data 추출/분석까지 
자동화하는 제품으로서, 경쟁 제품 대비 운영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합니다. 
STB 성능 우위 판정, Software 장애 현상 검증 및 원인 분석, IPTV 서비스의 
화질/음질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들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1) IPTV 서비스 사업자
. IPTV 방송 품질 모니터링 : No Reference기반 화면/Loudness품질 상시 모니터링
. IPTV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 서비스 장애 감지 시 장애 상황 재현하여 Back-Data 수집
- 무작위 조작 (Crazy Monkey Test) 실행하면서 장애 상황 감지 및 Back-Data 수집

. STB Firmware 검증
- 시나리오기반 STB UI조작으로 동작실패여부 자동검증 및 Back-Data 수집
- 장애 환경 모사(N/W Emulation, Firmware Up/Downgrade, 전원/LAN 순단 등)하여 
   STB 동작 실패 여부 자동검증 및 Back-Data 수집
- Aging 기간 동안 발생하는 Back-Data 수집 통한 장애 발생 여부 검증

. STB 인수검사 및 불량수리
- 신규 입고되거나 불량 수거되는 STB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검증, 
   Aging 테스트 진행하면서 수집되는 Back-Data 분석을 통해 양불판정 자동화
- 채널 전환 시간, 부팅 소요 시간 등의 검사 통한 STB 성능 수준 검증

2) STB Middleware 개발사
. Middleware 검증 및 원인분석
   : 다음 방법들로 STB 조작하면서 발생하는 Back-Data 수집/검증

- 관심 메뉴 UI 무작위 조작 (Crazy Monkey Test)
- 시나리오 기반 STB UI 조작
- Aging 테스트

3) IPTV 서비스 품질평가 QA
. 유료방송 품질평가 항목들의 자동화된 테스트 및 결과 분석  
   : 채널 전환 시간, 채널 음량 수준, 셋톱박스 시작 시간, 
     VOD 광고 시간/횟수 (정량평가항목 전체)

STB 조작 [IR, Shell/Adb]

장애 환경 모사
[N/W Emulation, 전원/LAN 순단제어]

영상/음성 [via HDMI]
Log, N/W Packet

   테스트 시나리오 실행

테스트 결과, 
Back-Data

장애 상황 알림
[NEXTLab Athena에서 먼저 감지한 경우]

장애 상황 알림
[Legacy System에서 먼저 감지한 경우]

STB Multimeter셋톱박스 NEXTLab Athena

Youtube QR코드

Legacy System

APPLICATION AREA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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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Meter

netMeter를 사용하면 통신 서비스 가입 고객의 인터넷, IPTV 서비스 품질을 현장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고객 체감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입 회선 구간 품질 측정, 케이블 길이 측정 등 외산 네트워크 계측기에서만 
가능했던 기능들을 통합 제공하여 현장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념도

인터넷 품질 측정

장애 상황 알림

IPTV, VOD 품질 측정

구간 품질 측정

중계서버 Legacy System

STBL3

L2

AP

netMeter

NETWORK

제품소개

 
W사 

(프랑스)
S사 

(영국)
STB

Multimeter  STB Multimeter
Portable 1)

모 니 터 링

영상 품질 
[Macro Block, Freeze] O X O

Δ
[클라우드 분석
서버 연동필요]

Loudness O O O O

Network Packet
 [RTP, MPEG2TS] O X O O

S T B
제 거

Script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O O O O

UI Crazy Monkey 테스트 X X O1) O1)

STB제어 [IR, Shell/Adb] Δ
[ IR만 지원]

Δ
[ IR만 지원] O O

Network Emulation 
[Bandwidth, Delay, IP/Port Limit] X X O O

STB 공급 전원, LAN 순단 X X O O

데 이 터
수 집

Control Signal, Back Dat a 동기화 수집 X X O O

STB 송출 화면, 음성 수집 O O O O

STB Log  수집 X X O O

STB N/W Packet  수집 X X O O

SPECIFICATIONS

Network & Media

Youtube QR코드

STB Multimeter
1G 10G

(상시 모니터링)

1) R&D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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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 

(미국)
N사 

(미국)
netMeter 
Essential

netMeter 
Plus

서 비 스  
품 질  측 정

인터넷 속도 측정 
[Up/Download, Ping/Loss] X X O O

IPTV 품질 측정 
[Multicast Join 후 RTP Stream, 

MPEG2TS Packet 분석]
X X O O

VOD 품질 측정 
[Stream Bitrate] X X O O

네 트 워 크
측 정

WiFi Radio Analysis X O X O

Cable Diagnostics 
[전체 길이, Pair 별 단락/길이] O O X O

UTP 회선 Wiremap 측정 O O X O

인터넷 연결정보 진단 
[DHCP, CRC Check 등] O O X O

복 합 측 정

구간별 품질 측정 X X Δ O

클라우드 서비스 진단 X X X O

기 타

측정 기능 확장성 X X X O

Network Emulation 
기능확장 X X X O

Network & Media

속도, IPTV 
품질 측정 UI

1) 유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서비스 SLA 적합성 확인 
  - 신규 개통 시 현장에서의 인터넷, IPTV 품질 측정 통한 서비스 SLA 적합성 검증

. 현장에서의 장애 발생 구간 파악 및 조치 
  - 케이블 길이 측정, 구간별 품질 측정 통해 현장에서 장애/품질 저하 구간 파악 및 조치

. 서비스 품질 상시 모니터링 
  - 인터넷 속도 불량, 업/다운로드 속도 불일치 등 지정한 지역에서의 서비스 모니터링

2) 네트워크 엔지니어
. 장애 발생 구간 파악 및 조치  
  - 케이블 길이 측정, 구간별 품질 측정 통해 장애 발생하는 구간 파악 및 조치

. WiFi AP 설치 가이드 
  - 위치별 WiFi 신호 강도, 중첩 여부 확인을 통해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Band 구성으로 WiFi AP 설치
. 클라우드 진단 
  - AW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경로 진단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저하 원인 파악

SPECIFICATIONSAPPLICATION AREA

net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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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Beyond ALPR
Beyond ALPR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차량 인식 솔루션 및 서비스입니다.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부터 차량의 브랜드, 색상 등을 인식하여 
차종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방식의 차량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제품소개

Automotive

OBJECT
DETECTION

OCR
CLASSIFICATION

스마트폰, CCTV, 차량 설치 카메라 등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AI 기반 차량인식 엔진을 통해 실시간 분석 처리 

[자동차 사진/영상 입력] [자동차 인식 결과]

FAKE 사진 체크

차량 외곽/번호판 
위치 탐지

번호판 인식 차종 인식 외관 손상 인식

외관 손상 체크

번호판/차종/
색상 인식

dent:99%

현대 그랜저 2017 Black

17차 1561

포르쉐 718박스터(2016-현재) white 전면

현대 2017-2019 그랜저 Black 전면

현대 그랜저 2017 Black

현대 2017-2019 그랜저 Black 전면

I Beyond ALPR VIEW

I 번호판 인식

I 자동차 모델 인식

I 자동차 손상 인식

I 내차인증

Brand : 현대_그랜저 IG (2016-2019)

Color : Black

Direction : front

Youtube QR코드

임진택
AI 차량번호 I 64차 3115 (99%)
AI 차량모델 I 기아_K3 2012-2015 (100%)
원부 차량번호 I 조회불가
원부 차량모델 I 조회불가

65차 6582

32차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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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99%

Automotive

FEATURES 차종 인식 기술

번호판 인식 기술 특징

번호판 인식 차종 인식 본인 소유
차량 인증

외관 손상
인식

하부 촬영 및
손상 인식

1단계 
차량 외곽 인식

2단계 
촬영 방향 인식

번호판 확대 보정 메이커 인식 번호판/차종 인식 차량 외관 형태 인식 휴대용 차량 하부 
촬영 솔루션

번호판 종류 인식 모델 인식 본인 인증 외관 손상 위치 및
종류 인식

차량 하부 손상
위치 인식

번호판 문자 인식 연식 인식 자동차등록증 확인

색상 인식

1. 메이커, 브랜드뿐만 아니라 세부 모델까지 인식 가능

2. 촬영 방향에 상관없이 인식 가능

3. 같은 모델의 경우도 연식별로 인식이 가능함

3단계 
차종/연식 인식

차량 외곽 영역을 
인식해서 불필요한 
배경 영역을 잘라냄

1장의 사진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인식 가능함

아래 8개 촬영 방향 중 1개를 
인식하여 차종 인식을 위해 

최적의 학습 모델 선택

인식된 결과는 아래 
HEATMAP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

Left

Right

Front

Front-left

Front-right

Back

Back-left

Back-right

차량 인식 결과

차량 영역 Crop

차량 외곽 인식

차량 영역 Crop

차량 외곽 인식

메이커 : 현대

브랜드 : 그랜저

모델 : 그랜저IG

연식 : 2016-2019

색상 : whiteI 전면촬영

 Super Resolution 
기술을 통한 확대 보정

임베디드 디바이스부터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 가능

구형 번호판부터 
최신 번호판까지 지원

주차장 입구 카메라부터 경찰차에 
달린 카메라까지 다양한 촬영 

조건에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Super Resolution 기술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하게 실시간
으로 확대 보정하는 기술 적용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사용 용도에 
맞게 임베디드 디바이스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배포 및 서비스가 가능함

신형 번호판 및 상용, 
특수 번호판을 포함하여 
현재 도로상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번호판 형태를 지원함

01 02 03

포르쉐 718박스터(2016-현재) white 전면

17차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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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일반 X-Ray 장비 금속 검출기

탐지 가능한 이물질 재질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탐지 가능한 이물질 형상
제한적

(장비에 탑재된 탐지 
알고리즘 수동 조정 필요)

제한 없음
(이물질 위치까지 확인 가능)

금속 이물질에 한해 제한 없음 
(위치 확인 불가능)

장식품 분류
제한적

(장비에 탑재된 탐지 
알고리즘 수동 조정 필요)

장식품과 이물질 분류 가능 X

표면 이물질/외관품질 검사
(예: 체모, 변색 등)

X 카메라 기반 검사 
동시 수행 옵션 지원 X

편리성 생산제품별 탐지 알고리즘
수동 조정 필요 검교정, 탐지 알고리즘 자동 조정 정기적인 검교정 필요

Smart Factory

Beyond X-Ray

전통적인 X-Ray 검사 장비들은 비정형화된 검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Beyond X-Ray는 AI 기반 검사 엔진으로 재질/모양에 관계없이 
제품 속에 있는 이물질을 자동 탐지하므로, 고객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착된 장식물의 종류별 수량 자동계수, Vision 기반 외관검사를 동시에 
지원하여 검사공정 통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AREA

SPECIFICATIONS

Conveyor/Separator

비금속 (돌조각) 클립 바늘, 플라스틱

MES

Screen

NG 판정 시 신호 출력

검사 결과 전송

검사 결과 표시

Beyond X-Ray 

X-Ray 장비 

  카 메 라  
카메라 영상

*카메라 연동은 옵션 사양

대부분의 X-Ray 장비와 호환 가능

식품(Digital X-Ray로 촬영한 닭)

. 이물질 혼입 검사 : 두 가지 유형의 검사를 동시 수행할 수 있음
  - X-RAY 영상기반 제조물 내부 이물질 탐지 (바늘 조각, 돌조각, 연골/패각 등)
  - 카메라 영상기반 제조물 외부 이물질 탐지 (체모, 색상 불균일 등)
. 충진 상태, 결품 여부 검사, 부속 부품 종류별 계수 등의 검사를 이물질 혼입 검사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ISO/IEC 25023:2016 기반 검사 정확도, 분석 소요시간 인증

Youtube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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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Smart Factory

WideNET Camera
넓은 공간을 Vision 기반으로 측정하여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는 제품으로서, 경쟁 제품 대비 더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과 분석이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계측기들은 
Mesh 구조로 통합되므로 서버 구축 등 별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I 분석 기능 내장

넓은 촬영 면적

Mesh 구성

Edge Computing 실현

설치 수량 절감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절감

I 수작업 공정 생산량 측정

I 가축 . 가금류 이상행동 모니터링

I 공간 모니터링(주차장)

I 공간 모니터링(무인매장)

I 혼류 생산 라인에서의 부품별 생산량 측정 

A공정

B공정

C공정

D공정

Youtube QR코드

APPLIC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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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Smart Factory

VPOS
스마트폰, 태블릿 등 최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공정설계&최적화 솔루션
입니다. 공정설계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프로토 타이핑할 수 있고, 
생산 현장에서의 Time Study 기반 개선 활동을 자동화하여 항상 라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AREA
. 공정 Process/Layout 통합설계 

- Visual Drag&Drop과 실시간 Line Balancing/Critical Path 알림 기능을 기반으로 
  공정 순서와 레이아웃 통합설계 지원

- 통합설계 기능을 MES 솔루션과 연동하여 4M 매핑 등의 확장 가능

. 상시 Time Study 통한 생산혁신
- 스마트 기기 기반 공정별 Time Study로 현장에서 손쉽게 공정별 Cycle Time 업데이트

- 업데이트된 Cycle Time에 따른 Process/Layout 재배치 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 가능

I 공정별 Cycle Time 
  상시 업데이트

I 4M 매핑 통한 리소스 통합 관리

I 태블릿, 스마트폰 완벽지원

I Full-Visual 기반 
  공정설계, 4M 매핑

베트남 현지 생산라인에서 태블릿으로 촬영/ 확인하는 모습

Layout 재검토 Time Study

공정 Workflow/Layout 설계 4M 매핑

Man
Method

지속적인 
생산성 혁신

Machine 

Material

인력 (Man)

Employee Name, ID

Skill Type

Skill level

원부자재 (Material)설비 (Machine)

Machine ID

Type

단위공정 (Method)

Input Materials/Amount

Output Amount

Youtube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