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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기업들이 생산자산(Production Assets)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일은 드문 현상이 

아니며, 기업의 손익에 대한 생산 자산의 

전략적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후보전이나 미터기준 및 일정 기준의 

예방보전 방식으로는 자본이익률 (ROCE)이나 

투자 자본수익률 (ROCI)을 극대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직들은 자산 

제조 업체가 제공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콘솔을 

이용하여 설비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콘솔들은 분석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자산들을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리소스 집약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오류 발생률도 높고 주로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사전 보전보다는 사후 

보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설비의 오류를 

방지하거나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장비와 설비들이 고장나지 

않도록 설비고장의 근본적 원인과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분석 

기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설비의 상태기반 예지보전 

에이전트를 활용한 설비 보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설비 보전관리 시스템 설계 
 

제조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자산 

관리를 위한 통합 설비 보전관리 시스템은 

Figure 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Fig. 1 cEAM Modules and Functions 

 

 보전관리에 필요한 인원, 업체공구, 작업표준, 

안전지침, 용역계약에 대한 기준정보모듈, 

공정별, 유형별 설비 자산정보를 관리하고, 

에이전트 시스템의 설정 에이전트와 연계되는 

설비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설정, 

알람정보, 설비이력관리 기능의 설비관리 모듈, 

생산인원의 설비고장 접수를 통한 보전작업 

승인기능과 정기적인 예방정비설정을 통한 

작업 스케줄링, 설비의 상태이상 및 

예지보전을 위한 작업을 통합 관리하는 

보전작업관리 모듈,  SpareParts 재고량 및 

수불관리를 위한 자재관리 모듈, 제조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에너지관리 모듈,  

보전 기술자료관리 및 Know-how 공유를 위한 

문서관리 모듈,  작업이력과 설비 상태이력 

기반의 다양한 분석보고 모듈,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장치기반의 모바일 

모듈로 구성된다. 

 Figure 2 는 CBM 기반의 예지보전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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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Use case 와 각 에이전트 

의 기능과 속성에 대한 Class diagram 으로 

표현한 것이다. 

Fig. 2 Decision support scenarios of Agent System : a 

use case diagram, class diagram 

 

보전관리 Application 인 cEAM 의 설비 CBM 

설정에서 각 설비/부품의 모니터링 대상, 방법, 

수집주기를 사용자가 정의하고, 진단 조건을 

설정하면, CBM 기반 에이전트 시스템의 설정 

에이전트, 수집에이전트, 진단에이전트, 스케 

줄링 에이전트, 분석 에이전트는  각각 에이 

전트의 역할을 수행하며 설비 상태 이상정보와 

예측 진단을 통한 알람정보와  이상 조치 작업 

스케줄을 생성한다. 또한 수집된 상태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의 경향 및 패턴을 제시하 

고, 예상 가능한 고장 현상 및 원인 정보와 

다양한 신뢰성 기반의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Figure 3 은 설비상태 이상 및 예지 진단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CBM 기반 에이전트 시스템 

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Fig. 3 Architecture of Agent System based CBM  

 

3. 설비 보전관리 시스템 구현 
 

설비 보전관리 시스템은 설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최적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설비 

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예방정비 및 

예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또한, 기술자료 및 지식기반의 DB 관리 기능과 

최적화된 CBM 기반의 예지정비 기능을 

지원한다. Figure 4 는 구현된 주요 대상설비의 

이상정보를 시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신뢰성 기반 

고장 수명모델 및 Seasonality 분석 화면이다.. 

Fig. 4 Screen shot of the decision support function 

and monitoring function 

 

4. 결론 
 

CBM 기반의 예지보전 에이전트와 결합한 

설비 보전관리 시스템은 고장의 근본 원인과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설비 수명연장으로 인한 

투자 수익의 향상,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줄어든 다운타임으로 인한 제품 생산량이 

증대되고, 자산의 현재 및 미래 상태에 대한 

뛰어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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