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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스마트공장은 ICT (Information and 

과 제조업이 융합하여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기기와 생산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IoT (Internet of Things), CPS (Cyber-Physical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통System), , ICT 

해 기계간 상호 소통을 통해 생산 방식의 전 과정

이 자동화 및 정보화되어 공장과 고장을 비롯한 가

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 및 통

합되는 생산 체계이다 [1, 2].

미국에서는 SMLC (Smart Manufacturing 

의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제Leadership Coalition) , 

조는 신속한 신제품 생산과 시장의 요구에 대한 기‘

만한 대응 공급망 전체에 걸쳐 실시간 최적화를 목, 

적으로 하며 제조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지능적 시, 

스템과 기술 을 의미한다 미국은 “ [3].  NNMI 

(National Networked Manufacturing Innovation) 

정책을 발표하고 우주항공 국방 등의 프린터 산, 3D

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추진되고 있으며, 

독일은 등 소프트웨어 정밀기계SAP, SIEMANS ,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 분

야에서 이라는 명칭으로 스마트 팩토Industry 4.0

리가 추진되고 있다 은 독일의 .  I ndust ry 4 .0

에서 추‘High-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

진하는 전략으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에 를 , ICT

활용하여 모든 생산 공장 조달 물류 서비스 까지 , , ,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는 제조업 혁신 구현을 위한 대 스. 3.0 8

마트제조 기술 스마트 제조 중장기 로드맵 정/ R&D

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기획 설. , , 

계 생산 유통판매 등의 전 과정이 , , Big-Data, CPS 

스마트센서(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 

클라우드 에너지 절감 프린팅 홀로그램 등의 , , 3D , 

와 융합하여 자동화 정보화되어 가치사슬 전체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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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공장의 개념

Fig. 1 Smart factory concept

가 실시간 연동 통합됨으로써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중심의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최적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스마

트 공장의 최종목표이다 [4].

독일 기업인 ‘오토보게’사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지능형 통제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다. 

IoT,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능 생

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제조업의 발전 방향 

또한 스마트공장 구현의 형태로 구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은 스마트 공장 개념도를 보여준다. 기존 

일반 공장은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관리로 이

어지는 공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지만, 스마트공장

으로 진화하면서, 생산 서비스에서 센서를 통해 데

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는 제어 시스템 및 공장 관리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관리되며, 또한 수집된 센싱 

데이터는 가상공간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전송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공장을 관리를 수행함으

로써,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제작기

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해서는 로봇/설비 

등의 “예방”이 아닌 “예지”가 필요하다. “예방”은 

유지보수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밖의 시스템 정지시

간이 발생하여 기업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예지” 는 실시간 상태모니터링을 통해 설비

나 고장상의 문제에 쉽게 대응하고, 설비의 운영 상

태에 따른 데이터 기반의 유지 보수를 진행함으로

써, 시스템 가동시간 및 유지보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향상 (3-5%), 

유지보수절감 (10~40%), 전망 정확도 증대 

(~85%), 원가절감 (10~20%), 전문가 생산성 향상 

(45~55%), 기계정지시간 단축 (30~50%)의 효과가 

있다 [4, 5].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봇/설

비의 고장 예지·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

하다. 로봇/설비의 고장예지진단을 위해서는 측정된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플랫폼기술이 필요하다. 

스마트 제조 플랫폼 기술은 로봇/설비의 상태를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에서 데이터들이 실시간 측정

되어 스마트 플랫폼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신뢰성 있게 전송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Amazon Web Server, Google Azure, ThingSPIN 

등의 스마트 제조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제조 플랫폼은 가격이 고가이기 때

문에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고장 예지·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구조 설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고장예지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제조 플

랫폼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팩

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층 구성도를 제시

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개 SW를 활용한 프

로토콜 계층 구성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활용한 로

봇에 진동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가시화를 할 수 있는 고장예지진단플랫폼을 구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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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마트공장의 계층 구조2. 

Fig. 2 Hierarchical architecture of smart factory

기존 연구. Ⅱ

국외에서는 아마존사의 아마존 웹서비스 (AWS: 

구글사의 Amazon Web Service), Google Azure, 

국내에서는 한컴 사의 플랫폼이 상MDS ThingSPIN 

용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는 . AWS, Google Azure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컴 는 오프라인 구축을 , MDS社

통해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다. 

은 데이터 통합 표준인 ThingSPIN OPC UA (OPC 

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 시Unified Architecture)

스템간의 데이터 통신 및 상위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에서는 제조 공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6]

랫폼 구성 및 분석을 위한 통합 메소드를 제안하였

다 구체적으로 제조 공정의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 , 

으로 분석도구인 과 하둡을 통합한 구R RHadoop 

조를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단위 공정 적합성을 위. 

해 사용될 수 있으나 고장예지진단기술에는 적용하, 

기 어렵다. 

에서는 제조 클라우드 를 위한 [7] CPS oneM2M

기반의 플랫폼 참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 

제조 클라우드 의 기능적 인간적 신뢰성 시간CPS , , , 

적 데이터 및 구성의 측면 등을 반영한 , oneM2M 

구현물인 를 지원성 검증시험을 수행하였“Mobius”

다 은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 oneM2M IoT 

된 표준 플랫폼 프레임워크이다 이 표준에는 IoT . 

데이터를 전송 저장 등에 대한 방법론, , Semantic 

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조 분야에 대해서, 

는 다루고 있지 않다.

스마트 디지털 및 자동화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은 제조 자원 및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예 (Information Technology) (

클라우드 플랫폼 및 사용이 필수적이다 : IIoT) [8, 

기존의 공장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 공장에서9]. 

의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등, ( , ) 

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데이터 수집 및 가시화에 , 

중점을 두었다 지능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5]. 

는 제조 기업이 생산 및 판매를 개선하고 생산 공

정의 제어 가능성을 향상 시키며 제조 업무에서 수

동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제조 데이터 분석, 

을 통해 스마트 공장은 비즈니스 모델 및 소비자 

쇼핑의 변화에 시스템을 적응시키기 위한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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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장예지진단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조3. 

Fig. 3 Architecture of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of failure prognostics and diagnosis

동적 제어와 생산 최적화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스마트 공장의 계층적 구조2

는 크게 개로 구성될 수 있다 물리적 자원 4 . 

은 모든 제조 리소스들을 포함(Physical Resource)

하며 제조 공정 설비 로봇 등에 기계 장비 등의 , , ,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물. 

리적 자원에서 센서 등RFID, , PLC, Smart Meter 

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물리자원의 상태를 측정하

게 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제조로봇 데이터의 고속 

데이터를 요구사항에 충QoS (Quality of Service) 

족하면서 신뢰성 있게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무선 산업 RTE (Real-time Ethernet), AP, 

스위칭 접근 네트워크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기존 , . 

무선랜 기술의 경우 데이터 전송의 고신뢰성을 요

구하지 않지만 제조로봇 설비분야에서의 로봇 설, / , 

비 등은 고속으로 움직이며 를 만족하지 않았, QoS

을 경우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제조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전송 프로토콜이 필요하

다 이에 적합한 프로토콜로 가 각광을 받고 있. RTE

다 는 실시간 네트워크기술로 산업분야 적용. RTE , 

을 위해 이더넷의 지연시간의 비결정론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더넷 스위치를 내장하여 라인 구조 형

태의 토폴로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산업용 통신 

망 프로토콜이다 요구되는 실시간 성능은 일반적인 . 

공장 자동화 환경에서는 약 이고 모션 제어 100ms

분야는 약 이다 250 [10].㎲

클라우드 응용 계층에서는 신뢰성 있는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 판단을 / / /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조 설비 장비에서 측. 

정된 데이터양이 많고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기 때

문에 수집 데이터양에 따른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 

석 데이터 검색 등의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판단 에서는 로봇 설비 장비의 . (Judgement) /

실시간 센싱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 상태여부 고장, 

예지진단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터미널 계층 에서는 클라우드 (Terminal Layer)

응용 계층에서 분석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터미널 계층에서는 실시간 비실시. /

간 데이터에 대한 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View

으며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 자동화 설비 로봇의 , , /

동작 형태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비 , 

실시간 데이터는 고장예지진단 등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시스템 구조. Ⅲ

그림 는 제조 로봇의 고장예지진단을 위한 스3

마트 제조 플랫폼 구조를 보여준다 스마트 제조 플. 

랫폼은 데이터 수집 통합 게이트웨이 스마트 제조 , 

플랫폼 고장예지진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AI, , 

빅데이터 서버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 통합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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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장예지 진단 스마트 제조 플랫폼 프로토콜 구조4. ·

Fig. 4 Protocol architecture of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for failure prognostics and diagnosis

그림 설비 고장 상태 흐름도5. 

Fig. 5 Equipment fault state flow

트웨이는 제조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다양한 센서 

온도 습도 진동 등 를 장착하여 계측한 데이터를 ( / / )

통합 및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마트 제조 플. 

랫폼은 데이터 수집 통합 게이트웨이의 상태 및 수

집 전송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전송/ , 

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 빅데, 

이터 서버의 데이터를 제조로봇 관리자 사용자를 위/

한 가시화 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데이터 , UI .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 제조 플랫폼으로부터 실

시간 측정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조로봇의 상태, 

고장진단 결과 등을 관리자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빅데이터 서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 

스마트제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받아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장예. 

지진단 빅데이터 는 제조 로봇 설비 등에서 측정AI /

된 센싱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딥러닝 또는 머

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플랫폼에 중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장예지진단 부분에 대AI

한 설명은 제외한다.

그림 는 고장예지진단 스마트 제조 플랫폼 프4

로 토 콜  구 조 를  보 여 준 다 진 동  측 정  센 서 .  

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빅데이터 서버에 (QM42V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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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플랫폼 6. 

구조SW 

Fig. 6 Software architecture of smart 

manufacturing Big-data platform 

저장될 때까지의 프로토콜 구조를 보여준다 진동데. 

이터는 고장예지진단에 필수적인 모니터링 데이터 

중하나이다 진동은 기계 고장에 따라 점차 증가. , 

수리에 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며, 

기계 결함을 조기에 알려주는 가장 민감하고 정확

한 자료이다 그림 ( 5).

진동 측정센서에서 진동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

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로 , RS485 TO USB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 수집 게이트웨이를 전송하게 

된다 전송받은 데이터는 소켓 프로토콜을 통. TCP 

해 스마트 제조플랫폼 서버에 신뢰성 있게 전송이 

된다 데이터 통합 수집 게이트웨이는 또. Ethernet, 

는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Modbus/TCP, EtherCAT 

빅데이터 서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빅데이터 서버. 

에 저장된 실시간 데이터는 고장예지진단 알고리즘

에 의해 판단되며 이 결과는 다시 스마트제조 플랫, 

폼 서버로 전송되며 스마트 제조 플랫폼 서버는 이, 

를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최종적으

로 사용자에게 알림 또는 안내를 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구현 결과. Ⅳ

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픈소스를 최대한 활용

하였다 구현환경에서 빅데이터 서버는 대 서버로 . 1

운영하였다 오픈소스는 . 사에서 제공하는 소Elastic

스코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림 는 . 6 오픈소스 기반

의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보여준SW

다. Logstash, Elasticsearch, Kibana, ThingSPIN 

를 활용하였다 는 센싱된 데이터를 스SW . Logstash

마트 제조 플랫폼을 전송 시 데이터 채널 관리를 

말한다 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 Elasticsearch

그림 로봇의 진동센서 탑재 실사진7. 

Fig. 7 Real picture of vibration sensor on 

robot

를 쉽게 저장 및 탐색할 (unstructured, Structured)

수 있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툴로써, 

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저장 및 Elastic , 

분석을 위해 구축하였다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수집 및 저장하기 위해 을 지원하는 NoSQL

로 구축하였다 는 데이터베이Elasticsearch . Kibana

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Query, SCAN, 

등이 가능한 웹 기반의 가시화 툴Visualization UI

이며 와 연동하여 동작한다, Elasticsearch .

전체적인 데이터흐름은 데이터 통합 수집 게이

트웨이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에서 데이터Logstash

를 수신하여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채널로 데이터

를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는 으로 전송, Thingspin

되며 이는 다시 의 데이터베이스에 , Elasticsearch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또는 . Kibana Thingspin 

기능을 통해 웹 기반으로 데이터 Visualization UI

분석 또는 가시화를 제공한다.

그림 은 본 시스템 구현을 위해 로봇 축에 진7 2

동 측정센서를 장착하였고 측정된 센서정보를 데이, 

터 통합 수집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

다 진동센서로부터 데이터가 단위로 데이터. 20ms 

가 측정되고 이를 소켓을 이용하여 스마트 제, TCP 

조 플랫폼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은 데이터 통합 수집 게이트웨이에서 전8

달되어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구

조를 보여준다 데이터는 총 개필드로 구성되며.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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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Date":"2019:03:18","Time":"14:44:45:133","R1_J1":0.00,"R1_J2":-3.14,"R1_J3":0.00,"R1_J4"

:-6.19,"R1_J5":-8.99,"R1_J6":-3.00,"R1_I1":-7,"R1_I2":27,"R1_I3":1,"R1_I4":-12,"R1_I5":13,"R1_I6":5,"

R1_Z_RMS":311,"R1_X_RMS":697,"R1_Temp":1598,"R2_J1":-0.00,"R2_J2":-21.15,"R2_J3":-31.03,"R2_J

4":0.00,"R2_J5":-80.13,"R2_J6":-9.30,"R2_I1":1,"R2_I2":10,"R2_I3":21,"R2_I4":0,"R2_I5":12,"R2_I6":-2,"

R2_Z_RMS":267,"R2_X_RMS":664,"R2_Temp":1677}

그림 전송되는 데이터 구조8. 

Fig. 8 Transmitted Data Structure

그림 데이터 가시화 웹 화면9. 

Fig. 9 Data visualization based on web view

날짜 시간, , Joint 1 ~ 6 Angle (J1~J6) (deg), 

Joint 1 ~ 6 Current (I1~I6) (%), Z-Axis RMS 

Velocity (Z_RMS) (mm/sec), X-Axis RMS 

상태로 구성된다 본 저(X_RMS) (mm/sec), State . 

자는 빅데이터 서버 개발 시 을 지원할 수 NOSQL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를 추천한다 빅데이. 

터 서버를 개발 시 데이터의 양 데이터 형식 데이, , 

터 형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형을 추천한다NOSQL .

그림은 는 진동 측정센서에서 측정되어 빅데이9

터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ThingSPIN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가시화한 웹 화면을 보

여준다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9 X_RMS, 

전압 전류 값이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것을 Z_RMS, ,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 

측정되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는지 여

부 판단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

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 

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고장예

지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한 예. 

로 로봇의 축 베어링의 마모도를 측정하여 사용량, 2

에 따라 정확한 시기에 축 베어링을 교체함으로써 2

사전에 생산 중단을 막을 수 있다.

그림 은 툴을 통해 빅데이터 서버에 10 KIBANA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수를 보여준다 툴. KIBANA 

그림 패킷 처리율10. 

Fig. 10 Packet processing ratio

그림 수집 데이터 모니터링 11. UI

Fig. 11 Collected data monitoring UI

은 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툴로써 데이터Elastic , 

베이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검색 또는 검

색 데이터의 가공 데이터 등을 할 수 , Visualization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당 개10 10,000 /1

초의 데이터가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현재 다양한 측정 센서들이 개발되고 있. 

지만 대부분 개 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5,000 /

에 개 초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5,000 /

능을 가진 서버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림 은 툴을 통해 년 월부11 Thingspin 2019 2

터 년 월 일까지 수집한 로봇에서 측정된 2019 4 5

수집데이터를 보여준다 이 수집 데이터가 간헐적으. 

로 끈기는 부분은 데이터 전송 게이트웨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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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봇 고장 발생율에 따른 상태 변화 12. UX

Fig. 12 Robot status changes on failure 

occurrence rate

무선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다 불연속적인 데이터. 

를 이용하여 고장예지진단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고장예지진단을 수행한다 그림 에서와 같이 수. 11

집된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에 전달되어 고장예지진

단 모델을 통해 분석 및 평가된다 고장예지진단 딥. 

러닝 모델과 관련한 내용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빅데이터 저장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은 . 

분산형 를 이용하였다Elasticsearch DB .

본 논문에서는 고장예지진단 모델을 통해 분석

된 결과를 토대로 관리자에게 실시간 직관적으로 알/

려줄 수 있는 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UI/UX . UI/UX

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에서 고장 모니터링 부위별 

관리자가 판단하기 쉽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예지단 시스. 

템 구축을 위해 로봇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직관적으로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 과같이 예지 고장 상태 확률에 따른 표시 12

변화를 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및 그림 는 로봇의 고장 예지상태를 13 14

보여주는 모바일 웹 화면을 나타낸다 본 시스템을 / . 

통해 웹 또는 앱을 통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웹 앱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 . 

부위에 고장예지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위

와 같이 를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UX

관리자에게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

결 론. 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기 위한 고 

효율 신뢰성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

로봇 고장예지진단을 위한 오픈소스기반 스마트제

조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장. , 

예지 진단을 위한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조를 제시·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개소스 기반 스마트 제, 

그림 로봇 모니터링 화면 웹13. UX ( )

Fig. 13 Robot monitoring UX view (Web)

그림 로봇 모니터링 화면 모바일14. UX ( )

Fig. 14 Robot monitoring UX view (Mobile)

조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스마트오픈소스 기반으로 . 

스마트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및 시

스템 등에 융합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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