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시대의 설비 O&M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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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및 플랜트 산업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 이해
2. IoT기반 증강현실 구현기술 및 스마트 O&M 활용 기술
- Internet of Things (IoT), Augmented Reality (AR) 기본개념 및 활용 이해
- 플랜트 O&M관련 동향 이해
- Smart work 및 4차산업관련 증강현실 관련 기술/어플리케이션 이해
3. 머신러닝을 이용한 설비 이상현상 감지 기술
Course
Description

- 이상현상 감지 분야에 사용되는 대표 알고리즘의 특징 이해
- 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원리와 절차 이해
4. 플랜트 설비의 이상 진단과 고장 원인진단 기술
- 플랜트 설비의 이상(Abnormality) 모니터링 기술 이해
- Pattern 인식과 차원 축소를 이용한 장비의 고장 원인 분석
5. 빅데이터 처리
- R 사용법 이해
- R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법 이해

Practice by 1. 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절차
2. Pattern 인식 및 PCA 기법
Trainee
3. 간단한 R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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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Schedule

Days

Time

Subjects
1. 조선 및 플랜트 유지보수 전략과 빅데이터 활용법 (1 hr)
- 빅데이터 및 인공 지능에 관한 개략 소개
-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 성공 사례를 예시로 한 다양한 응용분야
2. IoT기반 증강현실 구현기술 및 스마트 O&M 활용 기술 (2 hrs)
- IoT 및 AR에 대한 기본 개념 및 활용
- IoT기반 AR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실습
- 플랜트 O&M관련 동향 소개
- 증강현실 관련 기술/어플리케이션 소개

1/22(월)

09:00~18:00

(8 hrs)

3. 머신러닝을 이용한 설비 이상현상 감지 기술 (1 hr)
- 이상현상 감지 분야 대표 알고리즘의 특징
- 이상현상 감지 S/W 작동 원리
- S/W를 이용한 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데모
4. 플랜트 설비의 이상 진단과 고장 원인진단 (2 hrs)
- 이상 모니터링 및 머신러닝 기술 개요
- 이상현상 감지 실습
- Pattern 인식과 차원축소를 이용한 설비의 고장 원인 분석
- 고장 원인 분석 사례 소개
5. 빅데이터 처리 (2 hrs)
-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초
-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