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xplant Analytics는 제조 설비, 공정, 제품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비전문가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조 품질 분석 솔루션입니다.

제조 산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생산, 설비, 공정 등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조 기업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관련 전문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explant Analytics는 대용량 데이터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앞선 기술력과 솔루션에 

내재된 제조 산업 관련 분석 노하우를 통해, 분석 비전문가인 현장 엔지니어도 제조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인메모리(In-memory) 기반의 대용량 고속 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한 분석 

함수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용 고속 분석 플랫폼은 분석 리포트를 위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제조 품질 분야에 특화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조 산업의 분석 노하우가 담긴 핵심 로직 기능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품질 

분석을 수행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 검증된 지식 기반의 품질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조 품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합니다.

분석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우스 사용으로 고급 분석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4단계 분석 Wizard 방식의 UX 구성으로, 데이터 분석에 숙련되지 않은 

현장 엔지니어도 제조 품질 문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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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적용 사례 
대용량 설비 센서 데이터 활용으로 고질적 불량 원인 규명A사

Challenge •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으로 파악이 어려운 고질적 분량의 상세 원인 규명 필요

• 방대한 양의 설비 센서 데이터(30만 개 이상의 센서, 2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접근 필요

Solution •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으로 분석 대상 원인 센서 1차 선별(300,000개 ⇨ 1,000개)

• 장기간의 데이터를 Cross Validation 기법으로 원인 센서 2차 선별(1,000개 ⇨ 10개)

• 공정 이벤트 연계 분석으로 최종 5개의 원인 센서를 도출하여 고질 불량 개선

Benefit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간 단축으로 현장 개선 조치에 역량 집중 

            실행 불가  ⇨             전처리 40분, 분석 10분 소요

• 다루기 어려운 대량의 모든 공정 설비 데이터를 동시 분석 

            설비별, 공정별 1,000개 센서  ⇨             모든 공정의 300,000개 센서

시행 전 시행 후

시행 전 시행 후

• 발생 불량의 전수 분석을 통해 제품 품질 및 수율 향상 

            4건 미만/일                  300건 이상/일

• 부가가치가 높은 현장 개선 활동에 엔지니어 역량 집중

• 자동 분석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유사 핵심 불량 조기 해결

시행 전 시행 후

불량 원인 자동 분석 체계 구축으로 조기 수율 향상B사

Challenge • 불량 원인 파악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전처리에 과다한 시간 소요로 전수 분석이 불가능

• 엔지니어 간의 역량 차이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이한 분석 결과 도출

Solution • 불량 이상 감지부터 메일링까지, 모든 분석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

• 숙련된 엔지니어 수준으로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여 분석 능력 상향 평준화

Root Cause Analysis 센서 데이터 특이 패턴 분석 자동 품질 이상 감지 설비 노화 모델링

제품 Map 분석 센서 데이터 Profile 분류 양품 등급 분석 최적 설비 보전 시점 예측

Analytic Mode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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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처리 함수

• 빅데이터 처리 기반  
멀티차트

• Workflow Modeler
• Interactive Modeler
• 고성능 통계함수
• R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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