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자

정량화된 데이터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눈에 보이는 관리를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실무담당자

전체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여 생산성 및

업무효율성 증가

관리자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통한 관리효율 달성

기계식 생산설비와 
수력 및 증기기관 활용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대량생산

IT를 통한
자동화의 시작

사이버물리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최신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팩토리



기존수준

표준

특성

조건
(구축수준)

NEXPOM
solution satisfies Industry 4.0

기초

점검

식별 및 점검
(Identified)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Level.1 Level.2
중간1

제어

분석 및 제어
(Analyzed)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가능

Level.3
중간2

최적화

최적화 및 통합
(Optimized)

공정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Level.4
고도화

자율운영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Level.5
기초

모니터링

측정 및 확인
(Measured)

생산정보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

(스마트공장 5단계 수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장 운영의 관리

기준을 세우고 싶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싶어요!

공장의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싶어요!

스마트공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요!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 설비, 품질, 에너지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토탈 모니터링, 분석 플랫폼

이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스마트공장의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공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싶은 기업

ERP, MES, QMS, PLM 등

Legacy 시스템들이 상당부분

구축이 되어 운영중인 기업

설비, 공정, 품질 데이터는

쌓여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Check List

공장전체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NEXPOM 2i를 통해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 예측을 진행

NEXPOM 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

공정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AI 달성

생산, 품질, 에너지, 설비 APP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관리 기준 및 KPI 확립

NEXPOM의 기본 KPI 및
시나리오 중심으로 관리 기준 정립

기초 수준 스마트 공장 구축 가능!

중간1 수준 스마트 공장 구축 가능!

스마트공장 고도화 달성!

생산 APP

에너지 APP 설비 APP

SMART EDITOR

SMART ANALYSIS

품질 APP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제조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생산, 품질, 설비, 에너지 APP을 하나의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보여주어 공장의 종합상황실 역할을 하고,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공장 운영의 지표를 제공합니다.

생산관련 지표를 
라인 > 공정의 TOP-DOWN

방식으로 TOTAL 모니터링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질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

설비주요지표를 통해

최적화 된 설비 상태 관리

에너지의 흐름 및 

비용 환산을 통한 

공장 에너지 관리

가동 현황 (팀/라인/공정별)

불량 현황

시간당 생산현황

측정 계획 관리

(구간, 전수검사, 타임체크)

기본 SPC 분석

X-Bar, R 분석

설비 가동현황 모니터링

종합 가동률 현황

(팀>라인>공정)

평균가동률

전력사용량 현황

에너지 비용 정보 현황

(라인/분기 별)

에너지 소비 트렌드 현황

생산 APP 품질 APP 설비 APP 에너지 APP

...
...

...
...



‘제조 Data 수집->분석->결과 반영->검증’의 사이클을 고객사가 직접 수행 가능한 UX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 기반의 Insight를 통하여 다양한 Value Report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NEXPOM 2i의 Smart Editor가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당신만의
KPI 시나리오와 대시보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NEXPOM 3i는 예측 및 분석 솔루션을

통해 항상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NEXPOM 2i의 Smart Analysis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분석 및 시각화 합니다.



1차 구축 2차 구축

NEXPOM 구축사례 T사

표준화 기반
통신체계 구축

CNC 설비 데이터

자동 수집을 위한

미들웨어 구축

제조 정보
가시화 및 정보화

설비, 생산, 불량현황 등의

실시간 가시성 확보

빅데이터
엔진

라인/
품질관리

현황판

가공 라인 생산 라인 자주 검사 측정실

PLC로부터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 KPI 구축

가공 라인 조립 라인

생산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NEXPOM을 통한

설비 종합 효율 관리 (OEE)

모니터링 및 분석 플랫폼

도입을 통한 표준

KPI 구축 및 정확성 확보

정
보
의 

영
역

활
용
의 

영
역

기초 데이터 100% 수집

기준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

낭비의 우선 순위화

KPI 관리 및 낭비 개선 활동



단계적 고도화 추진

필요한 라인부터 Scope과
KPI 산정을 명확하게 진행하여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단계적으로 시스템 고도화 예정

국내외 공장 통합 관리로
내부 시스템 강화

글로벌 납품 안정화

원가 절감 효과

ex) 20,000원 제품 생산 시

불확실성
암묵적 합의 비용 포함

재료비

12,000원

공정비

4,000원

관리비

3,000원

이윤

1,000원

재료비

10,800원

공정비

4,400원

관리비

2,700원

이윤

1,100원

경험적 비용
업계 평균 포함

불확실성 제거
고용창출 투자효과

전체 19,000원

이윤 개당 1,100원 (10% 증가)

이익의 증가
수주 기회의 확보

향후 해외 사업장까지 NEXPOM을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 시행 예정

T사의 고객사인 글로벌 업체는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점수화해 조달 활동에 반영하므로, 본 구축으로 향후
물량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최근 2년간 수주액

약 2,900억

향후 3년간 고용계획

약 70명



Start Your Journey to Digital Transformation

IoT & 자동화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agnostics Prognostics AI Factory
STEP 4

CPS & 자율운영

STEP 3
분석 & KPI 고도화

STEP 2
KPI 모니터링

STEP 1
데이터 자동수집



NEXPOM

NEXMES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빅데이터

가상화/운영

고가용성HW

GIGA KOREA

산업기술평가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TEL 02-3273-2608 FAX 02-3273-2609 Email  wizcore@wizcore.co.kr Homepage www.wiz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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