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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 명이 이슈가 되면서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이

를 통해 자동화  자율화가 제조 공정이나 차량 운행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이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제하며 시각화를 효과 으로 하는 방법에 한 심도 같이 늘어

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공장의 제품을 리함에 있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해 D3 자바스크립트 라이 러리를 

통해 웹기반으로 구 한 제품과 장애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제

안하는 리 시스템은 자동화 공장의 제조 공정  제품이나 장애 상황에 한 이해를 빠르

게 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  서론

 독일에서 시작되어 최근까지 심을 끌고 있는 4차 산업

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라 산업을 주도하는 시스템의 

주체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와 같은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공장 

자동화 기술도 격히 발달했다. 

 공장의 자동화는 물론 오래 부터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재의 공정 과정은 트별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공정 라인에서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

겨도 어디서 그 원인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문제

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계는 직 으로 단을 하여 시스템

을 단하거나 돌발 상황을 처리하거나 고장  장애를 극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 공장 자동화는 이러한 이유로 사실 기계화란 용어가 

더 합하다. 기계화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자동화는 기계가 인간의 단력을 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을 둔다[1]. 따라서 재는 아직 

부분의 자동화라는 기술이 문자의 의미 그 로의 자동화는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공장 내의 체 공정 과정이 연계되고 통

합되어 실시간으로 모듈끼리 통신하고 업을 하는 수 이 되

어야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 공정의 운

에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해 제품의 공정 리에 한 

모니터링을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통해 하고자한다. 

2.  련 연구

 2.1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해서는 제품과 련된 공장의 치 

데이터, 제품의 제조 데이터, 장애의 발생, 인지, 처리에 한 

시간과 발생 유형 등 공장의 상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일반

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동화된 

공장에서는 압도 으로 많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있는 그 로 조회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제하여 시각화로 표 하는 일

련의 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시각화란 정보를 시각  

요소와 매핑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상 계나 추이 계 등을 

꺾은선 그래 , 산포도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그림 1) 데이터 시각화 로세스 4단계[2]

 그림 1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데이

터를 시각화하기 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  특정 툴

이나 크롤러와 같은 수집 모듈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후 데이터를 장하고, 알맞게 정제하는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이

용된다. 모델을 구축하면 마지막으로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차트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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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D3 라이 러리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는 일반 인 도표나 차트 제작 

시에는 엑셀과 같이 화된 툴을 사용하지만, 지도 의 

지리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에는 어렵다. 지리  데이터

를 시각화하기 해선 GIS, 구  스 드시트, CartoDB 

등과 같은 지도 데이터 시각화 어 리 이션을 사용하거

나 혹은 D3, R 등을 이용하여 직  코드를 작성할 수 있

다.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한 언어이고, 데스크톱에

서 작동하기 때문에 웹에 비해서 근성이 떨어진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근성이 높은 웹 

기반에서의 데이터 시각화를 해 D3 라이 러리를 사용했

다. D3 라이 러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 러리

로 Data-Driven-Document의 약자이다. D3는 다른 API처럼 

미리 정의된 차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차트도 직  그려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든 그릴 수 있는 장 이 있다. D3는 데이터를 쿼리문같

이 복잡한 인터페이스 없이도 간단하게 CSV, TSV, JSON

형식의 데이터를 로드하고 웹 요소와 바인딩할 수 있다. 

3.  시스템 설계와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은 높은 근

성을 해서 웹을 이용해 개발한다. 시스템에서 시각화할 

데이터는 제품의 리에 필요한 치 데이터와 제품의 상

세 정보에 한 데이터, 장애 발생 원인과 발생 시간, 인지 

시간, 조치 시간 데이터이다.

 먼 , 제품들의 공정 과정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이용해 치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지도를 먼  그린 후에 

그 에 치 데이터의 좌표를 통해 원으로 표시한다. 원

의 색은 기본 으로 록색을 유지시키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치명 이지 않으면 주황색, 치명 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도록 한다. 원에 커

서를 올려놓으면 해당 지 의 상세 주소, 이름, 화번호 

 제품들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두 번째로는 제품 공정과정에서 장애의 발생 빈도를 나타

내기 해서 Calendar-Heatmap 기법을 이용한다. 

(그림 2) Calendar-Heatmap의 시[4]

 이 기법은 빈도수에 따라서 색의 농도를  짙게 하여 

연간동안 하루에 특정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의 여부

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응용 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간, 인

지 시간, 조치한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

른 시각화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발생시간으로부터 인지시

간, 인지시간으로부터 조치시간까지의 데이터를 히트맵을 

응용하면 장애가 발생한 이후 얼마나 빠르게 처하는지 

시각화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장애의 발생 황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장애가 발생한 시각부터 빨간

색, 인지된 시각으로부터 주황색, 조치하여 정상으로 돌아

온 시각으로부터 록색으로 표시한다. 

(그림 3)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의 반 인 구성도이다. 서

버는 데이터를 각 지 으로부터 달받는다고 가정한다. 서

버는 데이터를 달받아 수집을 담당하는 모듈과 장과 조

회, 수정, 삭제 등을 담당하는 모듈, 데이터를 처리화 하고 

시각화하여 보고자 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분석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라우 를 통해 시스템에 

근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통

해 각각 차트를 모듈별로 구 했다. 

4.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웹 어 리 이션이기  

때문에 HTML5, CSS, Javascript와 Python의 Django 웹 

임워크를 사용했다. CSS나 부분 HTML 코드는 부

트스트랩을 사용하여 구성했다. 시각화 기법은 D3를 만든 

마이크 보스탁의 Github에 올려진 코드를 주로 참고했다.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해서 검증 

데이터는 가상으로 생성했다.

(그림 4) 구 된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페이스는 부트스트랩을 이

용하여 반 인 웹페이지의 형태를 형성하고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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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표 하기 해서 시보드를 활용했다. 시보

드 안에서는 웹의 SVG요소를 D3로 동 으로 지도를 그

리고, 데이터를 그 에 표 했다. 지도에 한 데이터는 

한국의 JSON 일을 이용해 그렸다. 실제 공장과 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각 공장의 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가상의 좌표로 CSV 일을 만들고 

가상의 좌표를 생성하여 표시했다. 각 지 들은 상태 변수값

을 참조하여 원의 색을 상태별로 다른 색으로 채우게 된다.

(그림 5) 구 된 장애 발생 황 시각화

 그림 5는 Calendar Heatmap을 응용하여 장애의 발생, 인

지, 조치에 한 황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장애

가 언제 발생했는지 시각을 알 수 있다. 한 인지한 시 과 

조치가 된 시 까지 한 에 악할 수 있어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 를 악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하는 패턴에 

해서 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림 6) 구 된 장애 빈도수 Calendar Heatmap 

 그림 6에서는 일반 인 캘린더 히트맵과 같이 연간 단

가 아닌 월간 단 로 장애의 빈도수를 조회하고자 월간 

캘린더 형태로 구 한 모습이다. 장애 빈도수는 다음과 같

이 Calendar Heatmap을 사용하여 특정 일자로부터 어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일자부터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빈도수에 따라 다른 농도를 부여한다. 

5.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D3 라이 러리를 통해 웹기반 데이터 시

각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러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제품

과 장애를 쉽게 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은 실제 스마

트 팩토리에서 데이터를 공수하거나, 기계화된 설비들에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테스트를 해

서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했던 아쉬운 이 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를 운 하는

데 이용되는 각종 센서 데이터와 치 데이터, 장애에 

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해보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 시각화기법을 연구하여 온도같은 주변 환경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추가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Weka를 사용한 연  분석을 통해서 장애의 발생 원

인들이 각각 어떤 상 계를 가지고 있는지 악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개선해가며 더 효과 인 시각화 기법을 연

구해서 제조 공정과 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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