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 
기업�내�정보�활용성�극대화

Flexible 
Monitoring 
Board

Realize a more Intelligent and high-level manufactur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proved manufacturing visibility and easier access to manufacturing information through FMB.



FMB(Flexible Monitoring Board)란?

FMB(Flexible Monitoring Board) 란�기업�내에서�발생하는�각종�업무�정보들을�이해하기�쉬운�형태로  가시화하여 

보여줌으로써�기업�생산성에�영향을�주는�문제들을�확인, 개선, 예방할�수�있도록�도와주는�모니터링�애플리케이션입니다.  

최근�전자, 자동차, 부품�등�전통적�제조�기업에서부터�물류, 유통, 항공�등�서비스기업들까지�각종�설비의�운영�현황, 

생산�실적�현황, 물류�흐름�현황, 각�조직별�성과�등�각종�정보를�상시적, 직시적으로�가시화하여�관리하는�것이 

기업운영의�필수�업무가�되고�있습니다. 

기업�정보의�가시화는�전사적인 Bird’s Eye View를�확보하여�올바른�전략적�결정과�전사의�통일된�목표의식을 

높이는데�기여하며, 이는�곧�기업�인텔리전스의�시작과�끝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해외법인, 공장�등�사업거점�확대에�따른�각종�경영데이터의  통합관제�요구

모니터링�시스템�도입�목적
기업운영�정보의�통합관리

ERP, MES, SCM 등�다양한�업무�시스템�간�정보흐름을�일목요연하게�시각화하여�활용�필요
경영정보�시스템�활용성�증진

기업자원의�사용량�및�가용량을�실시간�모니터링�하여�요구자원의�적기�조달�실현  
사업�리스크�예방

기업�정보의�실시간�가시성�확보, 미라콤의 FMB면�가능합니다.

Flexible Monitoring Board



FMB는�정보�모니터링�시스템으로써�기업�리소스(설비, 인력)와 
작업�공정, 자재�현황, 물류�흐름�등�기업내�모든�정보의�의미를 
이해하기�쉽게�보여주는�애플리케이션입니다.

Nexplant MESplus FMB

FMB는�모든�업종의�기업들이�내부의�정보�활용을�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사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제조 유통/서비스/
금융 등

- Factory Monitoring

- Equipment Monitoring

- Dashboard

- Service Operation Monitoring

- Sales Information Monitoring

- Facility & IT Infra Management 

FMB의�특별함

· 다양한�시각적�효과�및�이미지, 음향�및�동영상�등을�활용�가능

· 테이블, 차트, 레이블�등�정형화된�데이터를�표현할�수�있는�심볼로�다양한�형식의�정보�표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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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직관적으로�이해�가능한�형태로�표현하여�모니터링�효율성�극대화

· 템플릿�및�스타일�기능을�활용하여�화면�설계�가능

 · 전문�디자인�툴�수준의�편집�메뉴�구성과�다양한 Shortcut으로�빠르고�간편한�디자인�환경�제공

· 여러�사이트에�설치된�다수의�모니터를�중앙에서�원격으로�관리하는�기능�제공

비전문가도�쉽게�화면을�구성하고�지속적으로�관리, 개선�가능

· 웹�표준�프로토콜을�사용하여�내부�네트워크�또는�인터넷�웹브라우저로�모니터링�가능

· 멀티�플랫폼�클라이언트를�지원하여�기존�시스템에 Embedded 가능

· 각종�어댑터를�통한�다양한�데이터�소스�와의�연동

시스템간 Flexible한�연동�지원

· 모바일�디바이스를�이용한�모니터링�지원

공간�제약�없이�다양한�디바이스로�연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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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분할기능(multi-view), 시나리오�뷰�제공으로�여러화면을�한번에�모니터링�가능 

다양한�뷰어를�통해�원하는�정보를�한번에�모니터링�가능



구축사례
사례 1.
총괄, 지역별�생산현황에�대한�글로벌�모니터링�시스템�구축

Solution Benefits

· 법인별�설비/라인�모니터링�구성

· 종합상황판, 각종�현황에�대한�메인/세부화면�구성

· 일일�및�월간�목표�대비�실적�현황�모니터링�구성

· 글로벌 View를�통해�전사적�지표�상시�모니터링

· 모니터링�대상에�맞는�현황�보드 Targeting

· 다양한�차트와�게이지를�이용하여�주요�성과  
    지표에�대한�가시성�제공

사례 2.
IT인프라�시스템�통합�모니터링

Solution Benefits

· 사용자�및�화면�내�심볼�권한에�맞게�메뉴�구성

·  대륙별 / 주요지점별 IT 인프라�운영�모니터링  구성

·  세부항목(팝업) 클릭�시�진행�상태를�확인할�수 
      있도록�웹�브라우저를�통해�상세�내역�제공

· 각�대륙별 / 지점별�장애�상태와�함께�요약�정보를 
    한눈에�확인�가능

· 상세�정보를�타�시스템과�연계하여�웹브라우저를
    통해�제공

· 기존 IT관리�시스템의 View를�대체

FMB 주요기능
화면�디자인�도구�제공
· 드래그�앤�드랍�기반의�화면�디자인�툴

· 풍부한�그래픽�심볼을�기반으로�고급스런 UI 제작

· 차트, 게이지�및�테이블�심볼�등을�통한�대시보드�제작

· 각종�애니메이션을�통한�다이나믹한�화면�제작

· 템플릿�기반의�디자인�재사용성�강화

· 분산된�컨텐츠를�조합하는�매쉬업�개념�제공 

다양한�데이터�소스�인터페이스�지원
· Oracle, SQLServer, DB2, Tibero, MySQL, MariaDB 등 
    다양한 DBMS 지원

· 전사적�서비스�운영시스템(ITSM), 경영자정보시스템(EIS), 
    자원관리(ERP) 시스템�등과�연동

· H101, Tib/RV 등�여러 MOM(Message Oriented 
    Middleware) 연동

· RTDB(Historian), TCP Socket, WebService 등�연동�지원   

· 모니터링을�위한 SQL 등록�및�관리�기능�제공

모니터링�관리기능�제공

· 전용�모니터를�포함한�시스템�환경을�지원하는�모니터

· 기간계�시스템과의�용이한�연동

· 시나리오�도구�및�탐색기�제공

· 화면�분할�기능(Multi-view), 시나리오�뷰�제공

편리한�관리자�도구�제공

· 원격�모니터�제어�도구

· 데이터�소스�인터페이스�모니터링�도구

· 컨텐츠�배포�도구

· 화면, 심볼�단위의�개인화�디자인�및�권한�관리 



FMB 활용분야

경영정보, 영업/판매 현황 모니터링 Multi Site 제조 환경 모니터링

ERP, EIS 연동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정보 제공

Global 영업/판매, 고객 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각종 경영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C-Level 지원 
   종합 상황판 구성

·주요 경영지표 현황과 
   해당 지표의 세부 항목들을 
   실시간 조회

·영업/판매, 고객 서비스 
   지표에 대한 Global 
    View 확보

실시간 생산현황 관리

불량/이상 발생 현황 모니터링

·지역별 공장의 생산 
   현황 비교

·장비 가동률 현황

·원부자재, 재고 현황

·반제품/완제품 위치 추적

·생산 라인별, 공장별 
   불량률 집계  

·생산 공정 상의 이상 
    발생 알람

공공/의료 서비스현황 모니터링 시설, 환경, 자원 현황 모니터링

주요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고객 대상 서비스 운영현황 실시간 제공

·지역별, 부서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임직원 대상 공지 및 
   알림판 구성

·병원의 경우 각 과별로 
    진료, 예약, 약처방 상태와 
    함께 병동 Layout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랑

전산 장비 가동률 등 IT Service 관제 모니터링

·시간당 전력소비량, 
    요금, CO2 배출량 정보, 
    재생 에너지 운영 실적 
    등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시화

·네트워크, 각종 스위치 등 
    전산실 내 설비에 대한 
    실기간 모니터링



FMB 도입효과
기업�가치사슬�전반의 Bird’s Eye View 확보 

생산/물류

판매/마케팅/서비스 

·제조라인 상황에 대한 즉시성, 가시성, 효율성 제공
·자재 공급, 인원 수급, 출하지시, 유틸리티 공급 등 라인 운영 정보 제공
·장비 및 유틸리티 운용과 보전에 대한 정보 제공
·작업자 작업 시 혼선된 작업지시로 인한 오작업 방지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Notification 즉시 전달

·실시간 마케팅 데이터 뷰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 도구 제공
·제품별 판매 실적 대시보드를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 제고
·지점간 실시간 실적 비교를 통한 적기 대응체계 마련

R&D, 자원관리 

·R&D 관련 Task, R&R, 일정, 필요자원 등 각종 지표를 시각화 하여 효과적 과제 관리 가능
·자원의 위치, 수량,  활용량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자원 운용 가능  
·전산실 등 각종 시설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및 이상상황 즉시 대응

 - 각종 KPI 정보의 상시적 가시화로 생산적인 기업 활동 유도
 - 경영진의 적기 의사결정을 통한 Risk 예방 및 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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