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Lecturer

산업 빅데이터 이해와 플랜트 적용사례(Industrial Big Data Understanding and Plant
Applications)
Name

민 광기

Company / Position

㈜이씨마이너, 대표이사

E-mail : kgmin@ecminer.com
기존과목과의 플랜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교
연계성
기대효과

육효과 및 과목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철강, 화학, 정유, 발전 플랜트 등 각종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
질 예측 및 원인 인자 분석, 에너지 절감, 설비 이상에 대한 조기 감지 및 원인 진단 등의 분야
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가치로써 다양한 플랜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과목
에서는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이론 및 사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SW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현장 감각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Course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소개
- 빅데이터 분석SW(ECMiner™) 사용법

Course
Description

- 예측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 분류/군집화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및 실습
- 신경회로망 및 연관규칙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 AI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철강 적용 사례
- 화학 플랜트 적용사례: 품질 분석 사례
- 화학 및 반도체 설비 및 플랜트 적용사례:

실시간 설비이상진단

- 텍스트마이닝 이해 및 실습: 범죄수사 적용사례
Practice by
Trainee

-

빅데이터 분석SW인 ECMiner™ 사용법

-

빅데이터 분석 이론과 실습

-

플랜트 데이터 활용방안 숙지

Textbook,
Reference

ECMiner™ 교재 제공

Evaluation

Attendance

Assignment

Final Exam

Total

70%

30%

0%

100%

Qualification 플랜트에 대한 이해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
Course
Level
S/W

Remark

플랜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무지식(초급 및 중급)
-

(주)이씨마이너의 빅데이터 분석 SW 인 ECMiner™

-

실습에는 개인별 Notebook Computer 가 필요합니다.

-

Course 에 참여하는 개인 노트북에 ECMiner™을 설치 할 예정이며, SW 는 1 년 사용 가능
License 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09:00~11:00

산업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소개

(2 hrs)
11:00~13:00
(2 hrs)
1일차

13:00 ~ 14:00
14:00~16:00

빅데이터 분석SW(ECMiner™) 사용법
점심
예측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2 hrs)
16:00~18:00

분류/군집화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2 hrs)
09:00~11:00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이해 및 실습

(2 hrs)
11:00~13:00

신경회로망 및 연관규칙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2 hrs)
2일차

13:00 ~ 14:00

점심

14:00~16:00

AI 알고리듬 이해 및 실습:

(2 hrs)

철강 적용 사례: Smart 고로

16:00~18:00

텍스트마이닝 이해 및 실습:

(2 hrs)

사례1) 플랜트 사고 유형 분석, 사례2) 범죄수사 적용사례

09:00~11:00

산업체 적용사례: 품질 분석사례

(2 hrs)

화학플랜트: 물성 및 품질 예측

3일차
11:00~13:00
(2 hrs)

산업체 적용사례: 화학 플랜트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