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llabus
4차산업혁명 시대의 Digital Twin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O&M 적용 방안

Course

Lecturer

Name

황진상 박사, 전홍배 교수, 박용관 부장, 이장현 교수

Company / Position

㈜부품디비/대표이사, 홍익대/교수, ㈜리얼웹/부장, 인하대/교수

E-mail : mars@partdb.com , hongbae.jun@hongik.ac.kr ,ykpark@realweb21.com, jh_lee@inha.ac.kr,
Learning
Objective

Digital Twin, 빅 데이터처리, 인공지능을 이용한 Engineering, O&M 적용 방안
1. (황진상 박사, ㈜부품디비 대표이사) Digital Twin과 활용, 엔지니어링 및 O&M 활용 방안


강의 목적: Digital Twin과 CPS의 의미와 구현 방법을 이해한다.



사전 지식: 엔지니어링(CAE)의 개념

2. (박용관 부장, ㈜리얼웹) 설비 이상현상 감지와 모니터링 기술
Course



강의 목적: 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원리와 절차를 이해한다.



사전 지식: 없음

Description 3. (전홍배 교수, 홍익대학교) O&M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 이해


강의 목적: O&M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의 중요성, 주요 방법 및 사례 소개



사전 지식: 없음

4. (이장현 교수, 인하대학교) 선박과 플랜트 설비의 이상진단과 고장 원인진단 실제사례와 구현 방안


강의 목적: Smart Ship과 설비의 PHM 기술 구현 방법의 이해



사전 지식: 없음.

Practie by

1. 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절차

Trainee

2. Pattern 인식 및 PCA 기법
3. R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기존과목의
연계성

없음.

Textbook,
Reference

강의 자료 배표 예정
Attendance

Evaluation

100%

Assignment

Project
%

Qualification 없음.

Course
Level

Beginning & Intermediate (초보 또는 기초 지식 보유자)

Total
%

100%

Remark

촬영 요청
사항

*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구동 시범 포함

없음.

Course Schedule
Days

Time

Learning Contents

Digital Twin과 활용, 엔지니어링 및 O&M 활용 방안
09:00~10:30 - Digital Twin과 CPS의 정의
(1.5 hrs)

- Digital Twin/CPS에 있어서 Engineering 및 CAE의 역할
- 설비 O&M 과 PHM에서 Digital Twin과 CPS의 역할

설비 이상현상 감지 기술 구현 사례
10:40~12:10
(1.5 hrs)

- 광의의 Digital Twin을 이용한 설비의 이상 감지 원리와 절차 이해
- 이상현상 감지 분야에 사용되는 대표 알고리즘의 특징 이해
- 이상현상 감지 S/W 작동 원리
- S/W를 이용한 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데모

Day-1

12:10~13:10

Lunch

(1 hrs)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절차과 Tool의 이해
13:10~15:10
(2.0 hrs)

- O&M 단계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 O&M 단계 Big data 분석 활용 및 방법 소개
-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개요/사례 소개

플랜트 설비의 이상 진단과 고장 원인진단을 위한 머신러닝 구현 사례
- Digital Twin과 Engineering Twin의 개념 설명
15:20~17:20
(2.0 hrs)

- PHM(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정의
- PHM의 이상(Anormaly) 모니터링 및 머신러닝 기술의 개요
- Pattern 인식과 차원축소를 이용한 설비의 고장 원인 분석
- 고장 원인 분석 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