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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제조공정은 작업자의 능력에 의해 셋업 설정이 좌우되

기 때문에 불량률의 산출  생산 측이 어려우며, 제조

공정 상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으나, 각 로

세스 사이에서 서로 연 성 있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단지 공정  제품의 이상발생 여부 

별과 같은 보 인 수 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공정

개선  품질개선 활동에 련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기 

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조 장에서 발생하는 량의 데이터는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제조 공정

의 개선 등을 해서는 데이터에 한 한 분석 기술

과 분석 결과를 장  경 자에게 빠르고 효율 으로 

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제조공정 개선을 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련 연구에서는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련 시스템의 황을 살펴보고, 3

에서는 제조공정 개선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하반기 소기업청의 재원으로 창업

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S2243339)

2. 련연구

2.1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련 시스템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제조 공정 모니터링으로 활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제조 실행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 주문생산 등 잦은 공정 변경

에 한 응을 할 수 있는, 생산 장 상황에 을 두어 

실시간 황 악, 작업의 계획  수행, 품질 리 등을 측

정할 수 있는 통합 리 시스템이다[1].

재는 제조 기업에 용되는 통합생산 리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제조기업의 핵심 역의 가용성, 효율성  안정

성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근방법과 솔루션이 제공

되며, 비즈니스 분석과 빅데이터를 통한 유통  물류 업

계의 불확실성 제거  미래 측 방안에 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발 되었다[2].

POP(Point of Product Systems, 생산시  리 시스

템)은 생산시 리를 통해 단  공정의 생산량, 공정의 

정확한 측정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축하여, 단  공정 

는 공정 간의 자료이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조직

의 유기  연결을 통한 원활한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각종 장비의 가공, 조립, 운반에 한 운   보

존기술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한 검사  측정기술

을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이다[3][4].

∙ 정확한 생산량  작업 황 악

∙ 생산자원의 정확한 부하계산과 생산 지시로 설비 가동

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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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생산에 한 표 화

된 자료 산출

∙ 작업표   공정계획의 신속한 장 달로 계획과 

생산의 피이드백 체제 구축

3. 제조공정 개선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3.1 데이터마이닝 기반 데이터 처리 모듈

제조 공정 장에서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친다.

원시 데이터를 읽어서 Text를 추출한 후 필터링 과정

을 거쳐 정제된 데이터를 생성하고, Rule Set 결과 형식 

정의를 이용하여 Text 일을 생성한다. 그 결과는 데이터 

원본(DS, Data Source)에 장되어 Index를 생성하여 결

과를 검색 할 수 있고, 분석을 통하여 시각화 기능을 통해 

제공된다.

모든 내용을 Text화한 후 1차 분석과정을 거친 Text는 

데이터 Text 일에 장된다. 이 때 Rule Set 속성을 읽

어서 실행하며 임워크의 도구 리자(TM, Tool 

Manager)에서 속성을 정의한다. 1차, 2차 정형화를 거친 

일은 데이터 분석/검증 모듈로 보내어 처리한다.

다음 그림1은 데이터마이닝 기반 데이터 처리 모듈 구

성을 나타낸다.

(그림 1) 데이터마이닝 기반 데이터 처리 모듈 구성

∙ Text Filter(Text Extractor): 데이터에서 원시 텍스트 

추출

∘ Doc / Text / Log 타입, 한 (HWP) 문서 등

∙ Text Parser (Text Analyzer): 데이터 분석 부분

∘ Text Analysis(형태소 분석): 조사 제외, 문구분, 

형태소 분석을 통해 데이터 분석 시 정확성 제공

∘ 비정형 데이터 구분

∘ 부 는 특정 데이터만 분리

∙ Rule Set (Text Combination): 분석된 정보를 정의된 

형태로 장하는 부분

∘ Rule Set에 따라 작동 (Rule Set Manager)     

∘ 결과 검색을 한 Index 생성

∘ 결과 장 형태

· Json: XML보다 데이터 양이 으며 R분석 시 바로 

연동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체 

· Text: 구분자로 분리하여 장

· XML로 처리결과 장

다음 그림2는 제조 공정 데이터 변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제조 공정 데이터 변환 과정 

∙ Batch Job(배치분석)

∘ Batch 설정에 따른 주기 인 Conversion 실행 

∘ Big Data 경우 실시간 분석이 어려우므로 장 후 

 실시간 분석을 하기 해 배치로 실행

∘ TM의 Batch Manager에서 련 설정

∙ Interactive Job(사용자 요청에 의한 분석)

∘ 사용자 요청에 의한 실행  즉각 인 데이터 변환 

∘ TM의 Interactive Manager에서 련 설정

∙ Real-time Job(실시간 분석)

∘ 설정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음

∘ TM의 Real-time Manager에서 련 설정

다음 그림3은 데이터 변환 모듈 구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3) 데이터 변환 모듈 구  UI

3.2 제조공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조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데

이터 분석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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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 분석 시스템은 작업 데이터에 한 분석 결

과만을 제시하므로 실제 작업 목표에 잘 부합하는지에 

한 검증이 제공되지 않는 단 이 있다.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분석  검증 API 셋은 

데이터 분석 결과와 실제 업무에 따른 용 값을 비교

하고, 문가의 검증 결과를 피드백하여 작업 장에 

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 그림4는 제조공정 개선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 처리 과정

한, 업체별 개발자가 해당 기업에 맞게 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작도구  제조 공정 개선을 해서는 

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한 편리한 작도구가 필요

하다. 작도구는 다음 단계를 거쳐서 시각화로 표 한다. 

∙ 범 악  목 설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마이닝, 

그래  가공, 시각  표  과정인 정보 디자인 로세

스 단계

∙ 정보획득, 분석, 선별, 데이터 마이닝, 표 , 개선, 상호

작용의 정보형 메시지 단계

∙ 데이터 시각화의 3단계인 정보구조화, 정보시각화, 정

보시각표  단계 

다음 그림5는 제조공정 개선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각화 표  차를 나타낸다.

(그림 5) 실시간 모니터링 시각화 표  차

다음 표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조공정 개선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정성  평가를 나타낸다.

기존 공정 시스템 제안 시스템

랫폼

정보화 사업별 동

일한 기능의 복 

개발

자체 보유한 임워크

를 활용한 수직  정보통

합에서 복수공장의 수평

 업 가치사슬과 통합

화에 따른 비용 감  

개발기간단축 (일 성, 유

연성, 객 성 확보)

공정개선
선행 사업자에 

한 의존도 높음

표 화된 개발로 사업자 

종속성 해소

분석 측 

시스템 

연계편의성

설비/가동율과 실

시간 장 정보 

리 (공정/품질 리

를 한 작도구 

필요)

표 화된 연계모듈 활용, 

피드백으로 다양한 생산

방식을 지원 가능한 공통

기반 기능의 제공, 지속

인 공정 개선활동을 지원

유지보수 

편의성

개발표  미흡으로 

유지보수 어려움

개발표 에 의한 모듈화

로 유지보수 용이

기 효과

생산성 향상에 따

른 개발비용, 시스

템 구축에 한 신

뢰성 부족, 생산정

보화에 한 데이

터 분석의 어려움

으로 인한 정량  

기  효과가 미흡

제조업의 공정에 한 가

시성(Visibility), 민첩성

(Agility), 효율성

(Efficiency)과 연속개선

( C o n t i n u o u s 

Improvement) 기반으로 

생산성, 품질/설비 가동률 

향상 기

<표1> 기존 공정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반 데이터 처리 모듈, 

제조공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서 제조업체의 작업자  경 자에게 보다 효

율 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함

으로써, 제조공정 단축과 불량률 감소, 원가 감, 제조 공

정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직 으로 표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각화 

기술을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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