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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생산성 및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여 스마트공

장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주업체가 생산현황, 불량률 등의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NC 설비를 목표로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모니터

링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IoT센서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설비에 공급된 전력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의 이상 변화치를 검출하여 향후 전력 이상 변화치와 

생산 품목별 품질 요소간의 연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 거의 모든 현장에서 쉽게 측정 가능한 전력 측정으로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다.

Mos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facilitie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but it is difficult to convert to a smart factory due to insufficient investment. 

However, as ordering companies recently requested information such as production status and defect rate, SMEs are feeling the need to 

build a smart factory to secure reliability. Therefore, in this paper, aiming at CNC facilities,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facility 

monitoring system using power data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mart factor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developed system uses time series data of power supplied to facilities collected from IoT sensor devices to detect abnormal 

changes in power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re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changes in 

power and quality factors for each product in the future. By providing a power measurement that can be easily measured in almost any 

field, productivity can be improved.

Keywords: Press mold equipment, IoT data, Pattern analysis, Monitoring, Big data

Ⓒ 2021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80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제조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성장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제조업계의 영업이익률 하락세, 장기적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따라 생산구조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제조업 강국들

은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조업 혁신의 일환으로 ICT 융합에 기반해 전 공정 및 공급망을 지능화 ‧ 최적화한 미래형 공장으

로서의 스마트공장에 주목하고 있다[1].

스마트공장이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

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공정자동화 및 다품종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생산체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 중심의 

작업환경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공장보다 불량률, 생산설비 장애 발생 건수 등을 감소시켜 제조원가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2]. 또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생산품목이 제한적이지 않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을 통해 주기적으로 생산 현장의 공정 및 설비관리를 할 수 있다[3].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 혁신3.0” 정책의 영향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실시간 통합제어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용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은 비용적인 부담과 운용인력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5].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CNC 복합기 설비를 대상으로 한 운

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CNC 복합기 설비의 전력 및 진동 등 설비상태 데이터 수집 장치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데, 설비상태 데이터들을 수집한 디바이스는 지속적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저장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여 작업자나 

관리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설비의 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불량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어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마트공장 개요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CNC 예지보전 시

스템과 구성요소 및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2. 관련연구

2.1 스마트공장 개요

스마트공장은 생산과 관련된 환경정보를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분석‧판단하고, 판단된 결과를 생산현장에 반영‧실행하는 3

단계로 구성된다. 감지(Sense) 단계는 고객요구사항, 제품수명 등 시장 환경과 생산조건, 실적정보, 재고현황 등의 제품환경, 생

산장비, 인력운용 등의 생산 환경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능 단계이며, 판단(Control) 단계는 생산 환경 정

보와 생산 전략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전에 분석하고 정의된 기준에 따라 생산 환경 및 전략을 수정하는 기능단계이고, 마지막으

로 수행(Actuate) 단계는 판단결과가 실시간으로 생산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및 생산전략 변경을 수행하

는 기능 단계이다[6].

기존의 공장은 일관된 공정으로 인해 소품종만 생산하는 반면, 위의 핵심기능이 접목된 스마트공장은 다품종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의 스마트 공장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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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diagram of smart factory

*출처 : 대한민국제조혁신 콘퍼런스(KMAC),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제조업 주기에 맞춘 스마트 제조기술별 구성요소로는 Table 1과 같이 서비스 ‧ 제품(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 ‧ 생산, 

개인맞춤형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생산공정(제조공정의 가상화, 제조설비-시스템간 연동 등을 통한 최

적화 생산 ‧ 제어 및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네트워크 연결 디바이스(제조공정 디바이스간 자율협업, 공장-설비-제품-소비자의 

네트워크 연결 및 통합관리가 가능한 기술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6].

Table 1. Components by smart factory manufacturing technology

서비스 ‧ 제품 생산공정 네트워크 연결 디바이스

기술개발

∙ 소비자 맞춤형 가상 제조, 소비자 요구 

및 트랜드 분석 등

∙ 빅데이터, 클라우드, 홀로그램 등 

∙ 실감형 제품 가시화, 마이크로팩토리 

공정 기술 등

∙ 홀로그램, CPS, 에너지절감, 3D프린

팅 등 

∙ 제조공정 디바이스 간 자율협업, 공정-

설비-제품-소비자의 네트워크 연결 등

∙ 스마트 복합센서, IoT플랫폼, 3D프린

팅 등

공정적용

소비자 수요분석 및 제품 디자인단계에

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제품의 서

비스화 구현에 적용

스마트 공장 제품 설계 및 공장설비 단

계에서, 가상 시제품 제작, 설비 공정 및 

제조 등에 활용

스마트 공장 자동화 설비, 지능형 로봇, 

자율 공정시스템 등에 복합센서 연결 및 

데이터 수집 및 제어 등에 활용

적용제품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스마트 에너지 소비 네트워크, FEMS 등 스마트 컨트롤러 등

*출처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조업 혁신3.0] 전략 실행대책,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추진방안.

2.2 국내외 동향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들도 제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ICT를 활용하여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생산 효율 증대와 친환경 고객맞춤형 생산을 위한 제조

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공장 내외부의 다양한 기기 및 사물들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7].

국내의 환경은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에 필요한 센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핵심 스마트 기반기술들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

어진 상황으로 컨트롤러 등 제어용 하드웨어와 생산 소프트웨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만 IT(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의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 있으므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유리한 면이 많다.



182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5년“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4대 추진 전략

과 13대 세부 추진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4대 추진방향으로는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기반 조성,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13대 세부 추진과제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스마

트제조 기술개발,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 등이 있다. Table 2는 4대 추진방향에 따른 13대 세부 추진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Four direction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4대 추진방향 13대 세부 추진과제

스마트팩토리 확산
- 2020년 스마트팩토리 1만개 육성

- 8대 스마트제조기술 개발

창조경제 신산업 창출

- 고속 수직이착률 무인기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단 스마트화

- 17개 지역 산단 혁신

- 생활문화기반 구축

- 지역특화산업 대기업 주력분야 연계

사업재편촉진 혁신조성 - 스마트 자동차 등 융합 신제품 인허가 패스트 트랙 활성화 및 시범 특구 도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15),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과제.

글로벌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주도로 IEC SG8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학계, 산업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스

마트 제조 표준기술연구회를 결성하여 국제표준 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스마트 제조 표준화 비전과 전략 뷰 및 운영 뷰 관점의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작성 ‧ 보급함으로써 스마트 제조 상호운용성 확보 및 스마트 제조보급 확산 촉진 계획 수립하였다. 또한 스

마트 제조 표준화 프레임워크 작성을 통해 향후 가시화할 스마트 제조 구성요소(시스템, 장비)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등 제조 솔루션,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 ‧ 유통을 위한 합의된 표준화 플랫폼 규격을 마련하여, 산업부의 스마트공장 추진단

을 통해 보급 ‧ 확산되는 스마트공장 기술 보급에 기여할 예정이다[8].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미래 제조업 시장을 주도하는 구상으로 자국 제조업의 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 

고도화 통한 고임금 ‧ 고령화 구조 대응, 고부가 생산 통한 경쟁력 유지가 궁극의 목적이며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시장 장악으로 마켓 리더십을 유지하는 End-to-End 리더십 전략을 채택하여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전통적 강점인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9,10].

미국과 중국 또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플랜을 마련하여 3D 프린팅과 IoT 등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협의체인 AMP를 운영하고 있으며, NIST, NSF 등 과학기술 단체

를 통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도 12차 5개년 계획 내 7대 전략사업 분야 가운데 생산장비 고도화 및 정

보통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IoT센터를 설립해 CPS 연구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펀딩하는 등의 적극적 입장이다. 이런 글

로벌 경쟁 속에서 제조업 경쟁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IT 발전지수가 최상위권인 한국으로서는 두 분야의 성공적 융합을 통

해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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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데이터 기반 CNC 예지보전 시스템

3.1 전체 서비스 구성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Fig. 2와 같다.

Fig. 2. Core functions of smart factory

본 장에서는 먼저 개발된 시스템의 구성과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CNC 설비 실

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수집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서버와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한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은 CNC 설비, 센서 수집 무선장치,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프로

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NC 설비에는 전력, 온도, 진동 센서를 설치하여 이 데이터를 수집 무선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설비 

데이터 수집 무선장치는 제품이 생산될 때 마다 센서를 통해 감지한 매 초당 전력값, 온도, 진동감지 측정값을 데이터 수집 무선

장치로 보내고 이 값을 WIFI를 통해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한다.

수집 데이터 분석을 위해 센서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제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손실없이 수집하는 것이므로, 

Node.js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맥주소(Mac Address), 보드 채널(Board Channel), 센서 종류(Sensor Type), 데이터 값(Data 

Value), 데이터 타입(Data Type), 상태 코드(Status Code) 데이터를 POST 통신방식으로 1초 주기로 수신되는 여러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받아 관련 원천 데이터인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신 및 저장 기능은 원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바이스 맥 주소, 디바이스 포트(채널) 번호, 센서 

종류, 센서 측정값, 수신 날짜와 시간을 RDB에 저장하고, 분산 저장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1분 단위로 각 디바이스의 센서별로 

독립적인 RDB 테이블로 데이터를 지정하는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클라우드 서버는 수신한 데이터들을 확인하여 디바이스 이름, 연번, 일시, 측정값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Json 형태의 데이터로 반환하

여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며, 생산품에 따라 분석 결과로 설정된 설비의 과부하 값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클라이언트에 전달

하여 설비운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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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수집 무선장치

데이터 수집 무선장치는 데이터 게더링 서버로 설비 측정 요소 데이터 취득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취득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연산을 수행한다. 신호 처리부는 MCU(32bit)로 ESP8266 기반의 ESP32-WROOM-32U를 사용하고, HSPI, UART, PWM, 

TCP/IP Network stacks, ADC(8bit), I2C 인터페이스 탑재하혔으며, LED(디바이스 상태 확인용도), UART 단자(Firmware 

Update 용도), Toggle Switch(디바이스 상태 설정용도) 구성하는 신호 처리부 블록 다이어그램은 Fig. 3과 같다.

Fig. 3. IoT sensor collection device block diagram

데이터 센싱부 기능 분석 및 설계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회로도와 아래의 Fig. 4와 같은 아트웍 

설계를 통해 PCB 및 시제품 제작했다.

Fig. 4. Data acquisition device PCB artwork

3.3 설비 모니터링 대시보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설비 목록 및 기업별 전체 실시간 제조 데이터를 한번에 볼 수 있는 UI/UX 및 대시보드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의 정보와 수집되는 설비 상태 데이터를 활용한다. 설비 상태 데이터는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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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tabase to manage facility information

ID (BIGINT - L20) 설비 고유아이디(primary key)

post_title (TEXT) 설비 타이틀

post_author (BIGINT - L20) 설비 작성자

post_date (DATETIME) 작성 날짜

post_name (VARCHAR - L200) 센서 연동 키

post_modified (DATETIME) 수정 날짜

post_status (VARCHAR - L20) 설비 상태

post_content (LONGTEXT) 설비 설명

시스템 대시보드는 PHP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공장의 모든 설비를 표시하고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PoP, SPC등 Data들의 특성(센서 업데이트 주기, 처리 및 Display되어야 하는 조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분

석된 Data 값들의 특성과 Display되어야 하는 주기, 모니터 내 Positioning 위치 및 항시, Spot성 Data 분류 등 일종의 패턴들을 

구별해 내어 시각화 정의를 도출한다. 또한 정보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들을 분류하고 이러한 구성 요인들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며 또한 업종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설비 정보에서는 설비이름, 설비상태, 실시간 수

집 데이터, 생산 정보, 감지 정보를 보여주고 모든 설비 전체 실시간 전력값, 진동감지 정보를 포함한다. 양품 or 불량품, 오차는 

프레스 금형설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품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에서 설비의 상태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설정

된 설비의 상태값을 판별하게 된다.

3.4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서버는 Fig. 5와 같이 데이터게더링, 데이터프로세싱, 데이터셀렉팅 3단계로 구성하였다, 동시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게더링 영역은 비관계형 DB,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프로세싱과 데이터셀렉팅 영역은 

관계형 DB 설계하였다.

클라우드 DB 서버

[데이터게더링 영역]
▶

클라우드 DB 서버

[데이터프로세싱 영역]
▶

클라우드 DB 서버

[데이터셀렉팅 영역]

제조데이터

수집 ‧ 저장

제조데이터

가공 ‧ 분석

제조데이터

시각화

Fig. 5. Data collection cloud server configuration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데이터패턴 분석 등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에서는 시스템에 필요한 제조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데이터게더링 영역에서 가져와 가공 후 시스템 DB에 저장한다.

3.5 시스템 동작 시험

시스템 동작 시험의 시작 단계로 데이터 수집 무선장치와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이에 시간동기화,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

는지 확인하였으며 98% 이상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데이터 수집 무선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하면 개별 설비의 전력사용 및 온도 데이터를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1초 단위로 저장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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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설비의 전력, 온도, 진동값을 이용하여 설비의 상태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설정된 설비의 상태값과 MES공정 데이터의 생산품의 불량발생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설비 상태에 따른 결과를 확인한다.

Fig. 6. Samples of collected power data

Fig. 6은 개발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수집된 전력 데이터의 샘플이다. 분석 대상 설비 인 CNC 설

비의 센서 수집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비 고장 유무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정상과 이상에 대한 판별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판별식을 사용할 경우 오분류 비율(잘못 판단할 가능성)은 0.01%이다.

이상확률 = 1/(1+(Exp(-0.5*(Vec Quadratic([8e-7],Matrix(전력(배전반)))-0.00170038824659684*전력(배전반)+0.933424024656943) -

(Vec Quadratic([8e-7],Matrix( 전력(배전반) ))-0.01985607083084*전력(배전반)+127.282709785063)+0))

정상확률 = 1/(1+(Exp(-0.5*(Vec Quadratic([8e-7],Matrix(전력(배전반)))-0.01985607083084*전력(배전반)+127.282709785063) - 

(Vec Quadratic([8e-7],Matrix( 전력(배전반) ))-0.00170038824659684*전력(배전반)+0.933424024656943)+0))

상기의 예측모델 식은 전력이 6,959.3W 이상이면 이상 확률의 값이 정상 확률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이상으로 판단하고 

설비이상유무 예측 결과 정상 상태일 경우 평균은 1,098.2W, 최대값은 5,727W, 표준편차는 1,115.9W로 나타났다. 이상 확률과 

정상 확률에 대한 판별식을 사용하여 이상 확률과 정상 확률을 계산한 후 확률값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설비의 이상을 판단하였다.

설비 이상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설비의 정상 시와 이상 시의 1분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리도를 도시한 결

과 Fig. 7과 같이 데이터 값이 1분 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므로 분당 평균과 분당 표준편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설비 이상 시 

알람을 발생하도록 한다.

전력 데이터의 패턴을 이용하여 생산량 체크가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생산품의 불량이 의심되는 패턴을 확인

하고 이를 불량 확인과 연계시킬 수 있었다. 제품 불량 및 설비보전시점 예측모델 활용은 수립된 제품 불량 및 설비 보전시점 예

측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고 설비 이상에 대한 쉬운 관리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도로 관리할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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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wer data pattern analysis

4. 결 론

많은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공장을 주목하고 다양한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을 발표

하였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생산성,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불량률과 이상 대응시간 등을 감소시켜 제조원가

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혁신 3.0”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생산 공정에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용적인 부

담과 운용 인력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스금형 생산설비를 목표로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중소기업의 스

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관리자가 생산설비의 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 생산 제품

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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