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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독일의 인더

스트리 4.0 등은 모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응 전략

이다. 이처럼 초지능 연결을 목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핵심 기반으로 연구 및 전개되고 있다. 즉, 

과거의 동력과 인력에 기반한 제품 생산 쳬계에서 제조

과정과 그에 대한 전·후방과 관련된 지식들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능체계로의 변화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연계된 NFC태그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의 생산

부터 납품까지의 정보를 포함한 용도 및 지역별 유지

관리 이력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고장예측 및 신규장비의 

기획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중심의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설계 및 구현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장비의 계약정보, 

생산이력, 납품이력을 포함하여 사후 유지보수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 장비의 고장예측 및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나아가 

개선점을 도출하여 신규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최초 생성되는 장비 관리코드를 

출고되는 장비의 NFC태크와 QR코드에 부여하고, 해당 

장비와 관련된 계약정보, 제조이력, 출고이력과 함께 사

후 현장관리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정

보와 유지보수 내용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장비에 

부착된 NFC태그 또는  QR코드를 통해 해당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점검, 고장이력, 정밀 분해검사, 위치

이동 등의 내용을 모바일앱을 통해 관리하고 본사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각 현장별 유지보수를 

적정 부품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히, 출고 전의 계약정보, 제조이력, 출고이력, 부

품정보와 출고 후의 예방정비/점검, 고장이력, 정밀 분해

검사, 위치이동 등의 유지보수 이력과 관련된 누적 데이

근거리 무선 통신과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장비 이력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History Management System for 

Equipment based on Data Mining using NFC-Tag and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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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가공 또는 조립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과거의 공정 행태를 

지식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능형 생산 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현대의 제조기업들은 대부분 관련 

장비 또는 설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제조 장비를 생산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일련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장비의 고장예측부터 신규장비의 기획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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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빅데이터 형태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은 장비에 대한 용도와 환경 등을 중심으로 고장 

및 점검 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의 수

명주기를 관리하고 신규 장비에서 개선점을 도출 및 기

획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는 상기 내

용을 도식화한 데이터 처리 흐름도이다.

▶▶ 그림 2. 데이터 처리 흐름도

▶▶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그림 3.은 해당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로서 크게 데이

터 수집을 위한 Kafka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Spark을 사

용하여 스트림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업 내부의 데이터와 장비

가 설치된 현장에서의 엔지니어 모바일 데이터로 구분하

였으며 데이터 처리는 그림 4.와 같이, Map-Reduce 기반

의 FP(Frequent Pattern)-Growth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다.

▶▶ 그림 4. FP-Growth Algorithm

  상기와 같은 현장 중심의 스트림 데이터 수집과 처리

를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은 장비 및 현장별로 장애발생 

현황을 관리 및 예측하고 관련 장비의 수명주기를 예상

할 수 있으며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수요예

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발생과 소요부품에 

대한 분석정보는 장비별 수명주기와 현장 환경의 상관 

데이터 등을 통하여 개선을 위한 기획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의 생산을 위한 공정관련 데

이터만을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전·후방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으

로 4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제조 지

식에 대한 자본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장비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국가산업전략과 연계되어 제조업의 지식화 및 자

동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주도형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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