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안전성, 가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점점 더 많

은 기업들이 예방적 유지보수를 도입하고 있다. 

예방적 유지보수를 도입함으로써 작동 중인 장비에 대

해서 진동, 온도, 압력, 전류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 신호 체인, 강력한 프로세싱, 유선 또는 

무선 커넥티비티를 갖춘 스마트 센서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추세는 무선 커넥티비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무선은 원격지를 연결하기가 용이하고 추가적인 

배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무선 커넥티비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장비를 스마트 장비로 변모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교체할 필요 없음). 그럼으로써 사용자

가 실제로 필요한 때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며 생산성

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산업 4.0’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예방적 유지보수가 왜 중요한가?

미국의 NRC(국가 재난 대응 센터)에 따르면, 이미 

발생된 고장을 수리하려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해

결했을 때와 비교해서 비용이 50퍼센트나 더 든다고 한

다. 또한 공장에서 모터 같은 장치가 예기치 않게 고장

Cost, safety,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are the 

main reasons why key industrial players are 

investing in predictive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 allows factories to monitor the 

condition of in-service equipment by measuring 

key parameters like vibration, temperature, 

pressure, and current. Such monitoring requires 

connected smart sensors featuring a high-speed 

signal chain, powerful processing, and wired and/

or wireless connectivity.

The current trend is leaning toward wireless 

connectivity because it is possible to cover remote 

locations and does not add extra wiring costs. 

Wireless connectivity converts existing equipment 

into smart equipment (rather than replacing it), 

enabling users to plan maintenance based on actual 

need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Industry 4.0.

Why predictive maintenance?

According to the U.S. National Response Center, 

‘인더스트리 4.0’의 필수 요소인 예방적 유지보수 
Why predictive maintenance is fundamental in Industry 4.0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서 모니터링 센서, 게이트웨이, 데이터 프로세싱과 전송 처리를 위한 모듈,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보안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필요로 한다.

글/Giovanni Campanella, Systems Engineer, Factory Automation, Texas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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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면 그것을 사용하는 작업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러면 벌금을 물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업이 지

체되거나 생산 라인을 아예 중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용, 안전성, 가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산

업 4.0’에는 예방적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산업 4.0’

의 취지는 공장의 생산성, 효율,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이 상

태 모니터링이다.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사전에 감지함으

로써 고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장비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법으로 중단 시간

을 피하고 MTBF(평균 고장 시간 간격)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은 다양한 제조 셀의 예를 보여준다.

예방적 유지보수란 무엇인가?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서 상태 모니터링 센서, 게이트

it costs approximately 50% 

more to repair a failed 

asset than if the problem 

had been addressed 

before failure.

In addition, if an asset 

such as a motor fails in 

an unpredictable way in 

a factory environment, 

it could hurt an operator 

working with it, possibly 

resulting in a lost-time 

incident, fines, or audits.

Finally, an unavailable asset can slow down or 

even stop production, causing the loss of millions 

of dollars and, in some cases, even customers.

Cost, safety,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are 

the main reasons why predictive maintenance is 

fundamental in Industry 4.0, a trend whose goal 

is to make factories more productive, efficient, 

and flexible. A leading solution for predictive 

maintenance is condition monitoring.

By monitoring the status of an asset and 

predicting its failure, factory workers will be able 

to replace or repair the asset before it breaks. This 

proactive approach avoids downtime and increases 

the 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 which 

improves the production process and makes it more 

efficient. You can see an example of a production 

cell in Fig. 1.

What is predictive maintenance?

Developing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requires both hardware and software components, 

including condition monitoring sensors, gate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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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제조 셀



웨이, 데이터 프로세싱과 전송 처리를 위한 모듈, 데이

터 저장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보안적인 클라우드 서버

를 필요로 한다.

센서는 이러한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이다. 진동, 온도, 압력, 전류는 장비 상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신

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태 모니터

링 센서로 높은 분해능과 높은 속도가 가능하고 저전력

으로 소형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

를 처리해서 기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세싱 부분은 잠재적인 장비 결함을 예측하기 위

해서 효율적인 고속 퓨리에 변환(FFT) 연산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센서 차원에서 하거나 외부적으로 게이트웨

이, 모듈,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도 있다. 필드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에지 프로세싱은 시스템 전력과 필요한 네

트워크 대역폭을 낮출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프로세싱 능력을 통제실이나 작업자 차원(‘코어’)에서 

필드 차원(‘에지’)으로 옮겨야 한다.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4~20mA,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IO-Link, 산업용 이더넷 같은 표준

적 인터페이스나 압전 측정 방식 가속도계 용으로 

IEPE(Integrated Electronics Piezo-Electric) 같은 여

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게이트웨이나 모듈로 전송

할 수 있다. 

상태 모니터링 게이트웨이는 다중의 유선 또는 무선 

센서 노드에서 중앙의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데이

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상태 모니터링 모듈

and modules that will handle data processing and 

transmission, and a secured cloud server to act as 

the software component and handle data storage 

and data analytics.

The sensor i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e entire system. Vibration, 

temperature, pressure, and current are only some 

of the parameters that can indicate equipment 

status. A low-power and small-footprint solution 

with high-resolution, high-speed conversion is 

needed for the condition monitoring sensor to 

obtain reliable data, which, when processed, can 

determine the machine health.

The processing part, which may entail efficient, 

scalable fast Fourier transform (FFT) calculation 

to predict potential equipment failures, can either 

occur at the sensor level or be outsourced to a 

gateway, module, or the cloud.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edge processing done directly 

in the field will reduce system power and lower 

network bandwidth by taking some of the 

processing capabilities away from the control or 

operator level (the “core”) to the field level (the 

“edge”).

From the sensor, data will be transmitted 

via wire to either a gateway or module through 

standard interfaces such as 4-20 mA,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HART), IO-Link, 

or industrial Ethernet while leveraging the existing 

network or using other interfaces like Integrated 

Electronics Piezo-Electric (IEPE) for accelerometers 

based on a piezoelectric measurement principle.

Although a condition monitoring gateway allows 

data communication between multiple wired 

or wireless sensor nodes to a central condition 

monitoring system, a condition monitor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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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로부터의 데이터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4~20mA, HART, IO-Link,

 산업용 이더넷 같은 표준적 인터페이스나

 압전 측정 방식 가속도계 용으로

 IEPE 같은 여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게이트웨이나 모듈로 전송할 수 있다. 



은 게이트웨이와 같은 기능이면서 추가적으로 프로세

싱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가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 유선 네트워

크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무선 메쉬 네트워크(Wireless HART), 무

선 점-대-점 네트워크(IO-Link 무선), 성형 네트워크

(서브 1GHz) 같은 무선 네트워크가 적합하다. 

메쉬 네트워크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무선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메시지

를 직접 전송할 수 없으면, 메쉬 네트워크가 하나 이상

의 중간 노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 구성 용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다른 프

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작업자가 표준적인 

터치 패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선으로 장비와 상호작

용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데이터를 상태 모니터링 모듈이

나, 공장 제어 시스템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보

안적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토대로 장비를 수리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딥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어

야 한다. 딥 러닝을 적용한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은 사

람의 오류를 줄이고 예방적 유지보수 솔루션을 더 지능

적이고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Texas Instruments(TI)는 직접 자사 공장 한 곳에 예

has the same features as the gateway in addition to 

processing capabilities.

A wireless network such as a wireless mesh 

network (like Wireless HART), a wireless point-

to-point network (like IO-Link wireless), or a 

star network (like sub-1 GHz) would be the best 

solution to transmit data when equipment is in a 

remote location or when using an existing wired 

network is not possible or not convenient.

Mesh networks make radio systems more 

reliable by allowing radios to forward messages to 

other radios. For example, if a node cannot send 

a message directly to another node, the mesh 

network forwards the message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y nodes.

Other protocols such as Wi-Fi or Bluetooth are 

used for configuration purposes, allowing operators 

to interact with the equipment wirelessly instead of 

through a standard touch panel.

From the gateway, data will be transmitted 

either to a condition monitoring module, a factory 

control system data monitor, or to a secured cloud 

server. This is the last chain link where, based on 

the monitored data, a decision would be taken if 

equipment needs to be maintained or not. However, 

the ability to accurately interpret and communicate 

this data with a deep-learning algorithm is essential 

for system reliability. Indeed, a condition monitoring 

solution with deep learning would reduce the 

human error and makes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s smarter and more effective.

How predictive maintenance is implemented?

Texas Instruments (TI) implemented predictive 

maintenance in one of its factories by equ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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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무선 메쉬 네트워크, 무선 점-대-점 네트워크,

 성형 네트워크 같은 무선 네트워크가 적합하다. 



방적 유지보수를 구현하고 있다. 자사에서 개발한 레퍼

런스 디자인으로서 센서 노드를 탑재한 다수의 진공 펌

프를 설치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림 2에서 보듯이, 이 

펌프로부터 온도, 모터 전류, 질소 유량, 물 유량 같은 

데이터를 측정 및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 데이터를 손쉽게 액세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

업자가 펌프의 작동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일정한 유지보수 일정과 별개로, 가동 중단을 일

으킬 수도 있는 장비 결함을 사전에 감지하고 큰 손해를 

일으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TI는 실제 사례로서 이처럼 자사 공장을 스마트 팩

토리로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작동 중

인 장비에 대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적 유지보

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적 유지보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기 위

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장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

고,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N

several vacuum pumps with a sensor node, 

a reference design developed by TI, which 

measures and collects data from the pump, such 

as temperature, motor current, nitrogen flow, and 

water flow, transmitting the data to the internet 

through a gateway as depicted in Fig. 2.

TI can easily access the data through the internet 

for continuous monitoring and analysis, giving 

operators of the pumps insight into operating 

conditions. For example, independent of the usual 

maintenance schedule, operators could identify 

defective equipment that might cause a system 

shutdown and replace it before any damage occurs.

With this practical example, TI has been able 

to upgrade its own factory to a smart factory 

enabling predictive maintenance by monitoring the 

condition of in-service equipment.

Indeed, predictive maintenance is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will dri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king factories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reducing unplanned downtime, improving reliability, 

and saving maintenance cost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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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사용한 예방적 유지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