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Lecturer

IoT 활용 데이터 관리 및 플랜트 현장 적용방안
Name

박부영

Company / Position

㈜시그너스 대표

E-mail : young@signus.kr
기존과목과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임베디드(Embedded Software) 관련 과목과 병행되면 교육효과 및 과목
연계성
기대효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배우고,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시
스템 구축 및 실무적용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랜트 현장에 적합한 센서 선정 방법과 유.무선
네트워크 구성(Sensor Network)을 통해 시스템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이론 및 실무
기술을 배우고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이 포함됩니다.

Course
Description

Practice by
Trainee

-

IoT 기술개념 및 센서 시장 동향

-

플랜트 정보화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이해(System Process)

-

산업용 IoT 구축을 위한 도입 목표설정 및 요구사항 분석(Check List)

-

현장 시스템에 맞는 최적화 구축방안 구성(System Configuration)

-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 구조 설계

-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매핑 적용(Focus Developer - Tool 실습)

-

IoT 플랫폼 구성요소 및 빅데이터 활용사례

-

플랜트 설비 예측정비 기술 적용(Condition-based Maintenance)

-

IoT를 활용한 효율적인 플랜트 설비보전 운용방안

-

플랜트 정보화 요구사항 Check List 작성: IoT System Requirement : Excel)

-

시스템 도입요소 분석 및 최적 구축방안 수립(AS-IS , TO-BE)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Evaluation

Attendance

Assignment

Final Exam

Total

70%

30%

0%

100%

Qualification 플랜트 시스템 정보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
Course
Level
S/W

현장별 IoT 도입 및 최적화를 위한 실무지식(초급 및 중급)
-

Signus 사의 M3, U3 IoT S/W

-

Signus 사의 SCADA S/W, Focus Developer Tool

-

실습에는 MS Visual Studio 2015 이상의 버전이 설치된 Notebook Computer 가 개인별로
필요하고, Check List 작성에 필요한 Excel 이 교육전 Notebook 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트북이 없는 개인은 팀을 구성하여 함께 진행해도 되며, 대체방법으로 Check List 를
인쇄물로 배포하여 간접 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mark
-

노트북과 Software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실습의 기회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Software 를 사용한 실습이 License 및 사용여건 미비로 불가능한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화면 소개 및 시범(Demonstration)으로 대체 될 수도 있습니다.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09:00~13:00
(4 hrs)

Day1



Lunch

13:00~14:00

14:00~18:00
(4 hrs)




09:00~13:00
(4 hrs)

Day2




14:00~18:00



09:00~13:00
(4 hrs)




Day3

13:00~14:00

플랜트 정보화 시스템 계획
- 프로젝트 추진 프로세스 수립(Process plan)
- 기술도입 범위 및 목표 설정(Target scope)
산업용 IoT 구축 요구사항 정의
- 현장 요구사항 조사 분석(Requirement Check List)
- 발주자 및 수주자 관점 우선순위 정리
플랜트 현장 최적화 구축 방안
- 전체시스템 구성도 작성(System Configuration)
- 부분시스템 상세 인터페이스 정의
- 외부시스템 연계 및 상위시스템 연동 방안(Interface)
실시간 데이터 연계 구조 설계
- 데이터 수집항목 정의(Define parameter)
- 관리항목 설정 및 응용시스템 연계
Lunch

13:00~14:00

(4 Hrs)

IoT 기본개념
센서 시장동향 및 기술 이해
- 접촉형 센서(Contact type)
- 비접촉형 복합센서(MEMS Type Multiple Sensor)
IoT Device 선정
- Edge Module 적용 성능 검토(Performance)
- 네트워크/유.무선통신

데이터 통신 표준 프로토콜
-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종류(Protocol)
- I/O Data Mapping - Tool 실습
IoT 플랫폼 구성 및 빅데이터 활용
- IoT 플랫폼 구성요소 및 글로벌 솔루션 동향
- 빅데이터 분석 활용사례(Energy, Safety)
플랜트 설비 예측정비 기술
-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기술
- 예측정비 기술적용 사례(CBM)
IoT 설비보전 관리 방안(Maintenance)
- Io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설비보전 운용
- 설비자산관리 분야 접목 활용
플랜트/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발전 방향
Lu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