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기업소개

2. 주요 데이터 가공서비스

- 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이력

3. 데이터 가공 예시

4. 데이터바우처 사용 및 사업비 매칭

5. 기타

6. 관련 문의 및 담당자

목차



`

1. 기업소개

1990년 7월 20일

이 진 용

620명

4,165억

홈페이지 : www.kolonbenit.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lonbenit

『 2017년 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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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개

KOLON 그룹의 IT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공공, 금융, 제조, 유통, 건설 등 산업분야에서 AI, BigData,IoT, Cloud 등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

전자공시시스템 구축/ 아웃소싱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DB 서비스 & 시스템

솔루션 기반 시스템 통합

그룹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 센터 운영

수입차 유통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

IBM, Dell EMC, Lenovo, 
Hikvision, Innodep, Bosch 

소프트웨어

Falkonry, IBM(S/W), SAP, RedHat, 
Nutanix, Nvidia, Solace, SAS, 
Hortonworks

CSB(Cloud Service Brokerage)
AWS, Google, IBM SoftLayer, NBP

솔루션

핵심서비스

Smart Factory, Smart Retail
Smart Home, Smart Construction

핵심기술

Big Data
Cloud
IoT

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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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데이터 가공 서비스 (AI)
1 FALKONRY LRS ?

2 AI TREND

3 FALKONRY 소개

v FALKONRY는 OPERATIONAL MACHINE LEARNING 분야의 선
두기업입니다.

§ 본사: 실리콘 벨리(Sunnyvale), 미국
§ 연구소: 뭄바이, 인도
§ GE출신 시니어 엔지니어 중심으로 구성

v 2018년 GARTNER의 10대 COOL VENDOR 수상 외 JMP 
SECURITY, IDC INNOVATOR 등 다수 기관에서 혁신기술 분
야를 인정받았습니다.

코오롱베니트는 ‘18년 하반기부터 국내 총판 자격으로

공급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utonomous System,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Pattern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hat-bot

Real Time Emotion 
Analytics, Virtual 
Companions, 
Real Time Universal 
Translation, Thought 
Controlled Gaming

Next Gen. Cloud Robotics, 
Autonomous Surgical 
Robotics, Robotic 
Personal Assistants, 
Cognitive Cyber Security

Now 1~2 years 2~4 years

4 years ~
Neuromorphic Computing

AI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적용 중이며, 적용분야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FALKONRY LRS는 다양한 제조현장에서 분석가 없이 현장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개선하는 솔루션입니다.

출처)

• GARTNER :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기관
• JMP SECURITY : 미국 기술 연구 및 자문 기관
• IDC INNOVATOR : 각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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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데이터 가공 서비스 (AI)
현장 작업자가 Falkonry LRS을 통하여 제조현장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문제에 대한 Insight를 발견하고
실시간 예측 및 분석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

① 자동차(T사, 日): 실시간 품질 및 수율개선

② 철강(T사, Mexico): Throughput, 수율/가동율 개선. 
7~10일전 고장에 대한 사전알림.

③ 전자(W사, 美): 5~10% 가동율 개선. 5%의 Scrap 감소

④ 광산, 석유&화학,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및 확산 중

가. 제품 특징

§ 현장 작업자가 사용

① 분석 지식없이 간단한 사용법으로 현장의 문제개선

② 현장을 잘 아는 보전, 품질, 생산기술팀 등 작업자가 사용

è 프로젝트 또는 분석가가 필요하지 않음

§ 분석결과가 빠름

① 반복적인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

② Spark 기반의 빠른 결과도출

§ 현장중심의 Digital Transformation 
① 실시간 패턴 분석으로 적시에 현장의 문제 감지 및 개선

② 숙련된 작업자의 Know-How를 통한 최적의 공정/설비 운영

③ 고객사 보안정책에 맞춰 Cloud/On-Premise 선택가능

나. 기대효과

§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

① 실시간 품질검사

② 품질예측을 통한 수율개선 및 재작업/불량 감소

§ 설비고장 예측을 통한 가동율 개선

① 실시간 설비고장 예측으로 설비 가동율 개선

② 단일설비 뿐 아니라 프로세스 장치에 적용가능

§ 다양한 문제해결에 응용

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개선

(이미지 분석기능 상반기 출시예정)
② 문제의 전조증상을 발견하여 사전에 문제해결

다. 적용사례

§ 국내 사례

① 전자: S사, 1차 과제 후 내부 확산 중.
② 철강: N사, 가공공정의 불량분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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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데이터 가공 서비스 (AI)

자동으로 발견한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자에게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전조증상을 알립니다.

정상동작
 정

상

정지

 전
조

증
상

비가동

모델 + 학습 단계 예측

작업자에
알람

전조증상

품질관리1

Off spec전조중상

설비관리2

Shaft 이상전조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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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데이터 가공 서비스 - 가공이력

고객사 업종 프로젝트 기간 상세

N사 철강 PoC (2회) 2018.05~2018.06 품질불량 원인분석 (공정적용)

N사 철강 프로젝트 2018.12~2019.02 불량원인 분석

S사 반도체 1차 프로젝트 2018.12~2019.02 Confidential

S사 반도체 2차 프로젝트 2019.03~2019.09 Confidential

1. 국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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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 Gas Operations

• - 셧다운 조기감지

• - 이상패턴에 대한 실시간 알람

Power & Energy Operations

• - 전력 전자 장치의 고장 분류

• - 분산된 자산 모니터링

Semiconductor Manufacturing
• - 장비의 예방보전

• - 설비 가동율 최적화

Chemical Manufacturing

• - 배치 공정의 품질평가

• - 설비상태 모니터링

Mining Production

• - 실시간 생산량 조정

• - 설비상태의 패턴 발견

Automotive Manufacturing

• - 조립공정에서의 편차 감지

• - 용접공정에서의 실시간 품질평가

2. 주요 데이터 가공 서비스 - 가공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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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가공 예시

가공 업무 업무 방법

1 데이터 처리 및 생성
• 설비, 시그널, 시간 값을 추출하고 batch 공정의 경우 batch ID생성, 설비가 여러종일

경우 설비ID 데이터 생성함.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CSV, Json 형식)

2 데이터 처리 가이드
•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데이터 가이드 : 대상, 종류, 형식 등

3 모델링 가이드
• 대상에 따른 모델링 방법 선정: Batch window model, Time sliding model

• 모델링 상세 가이드

4 패턴 구분 /군집
• 시기별 시그널 패턴의 구분 및 군집을 실행함. 

• ML기법 중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수행

5 상태 예측 / Anomaly예측

• 현업이 알고 있는 시기의 상태(fact : 정상, breakdown)를 입력

• 준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모델 고도화

• 패턴 인식으로 예측과 원인분석

6 요인 분석 • 고장 또는 불량의 요인을 찾고 요인별 가중치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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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바우처 사용 및 사업비 매칭

상세업무 참여인력

데이터 처리

• 교육 및 Use case 정의

• 데이터 준비

• 데이터 처리 및 생성

중급기술자

모델링

• 데이터 처리 가이드

• 모델링 가이드

• 패턴 구분/군집

고급기술자

예측/요인분석
• 상태 예측 / anomaly예측

• 요인 분석
특급기술자

가.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항목 및 산식

참여인력 단가(원) 공수(MM) 소계

데이터 처리 중급기술자 10,500,000 1.0 10,500,000

모델링 고술자 13,500,000 1.5 20,250,000

예측/요인분석 특급기술자 18,000,000 1.5 27,000,000

계 4.0 58,250,000

나. S/W 라이선스 비용

‧Falkonry LRS : 이용료(licence fee) 3,000,000원/월



6. 관련 문의 및 담당자

담당자 담당 전화번호 E-Mail

이경국 부장 사업 총괄 010-6799-3753 kklee@kolon.com

김은희 수석 업무 협의 010-5129-5024 eunhie_kim@kolon.com

이성근 차장 업무 협의 010-4827-8389 seonggeun_lee@kolon.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