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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결함의 자동진단으로 
설비 예지보전이 가능한 ‘ExRBM’

퓨처메인㈜

‘ExRBM(Expert Reliability Based Maintenance Program)’

은 공정과 설비의 결함 진단과 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소

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공장의 기계가 자신의 결함을 스

스로 진단하여 알려주며 결함에 대한 원인과 적절한 대

책 매뉴얼까지 제시해주는 스마트공장을 위한 똑똑한 플

랫폼이다.

ExRBM

퓨처메인(www.futuremain.com)의 스마트공장 솔

루션 ‘ExRBM’은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설비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설비의 현

재 상태를 평가해준다. 퓨처메인의 ExRBM이 일반 모

니터링 솔루션과 차별화된 점은 설비에 결함이 발생하

면 발생한 결함이 무엇인지 신속하게 진단해주고, 결함

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합한 보수 방안까지 알

려주어, 설비의 초기 결함이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설비 최적 관리에 특화된 예지보전 솔루

션이다.

ExRBM은 30년 이상 다양한 현상에서 축적된 엔지

니어링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

하여 실시간으로 설비의 결함을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

는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트공장의 설비 최적 관

리를 위한 솔루션 ExRBM을 탄생시켰다. 또한, ExRBM

은 설비의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한다. 

2017 한국전자전, KES Innovation Awards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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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전자전, 

KES Innovation Awards 수상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ExRBM)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전(KES2017)

에 전시되어, KES 이노베이션 제품상(Innovation Awards 

Product) 부문에서 ‘Best New Product’로 선정되어 수상

의 영광을 안았다.

ExRBM 특징

1)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가 하지 못한 

결함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정밀 진단

설비의 결함이 발생하면 설비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

지고, 가동 중단 시간이 길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

한다. 설비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결함 원인의 메커

니즘 또한 다양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까지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ExRBM은 수많은 결함 메커니즘을 철저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진단 전문가 알고리즘을 통해 설비 결함에 대

한 전문적인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결함

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방안도 제시해주어 설비의 보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동시

에 설비의 가동 중단율도 최소화할 수 있다.

 

2) 무한한 확장성 & 호환성

어떠한 공정이든 복잡한 설비이든, ExRBM은 다양

한 산업에서 설비 엔지니어 등 기술자들과 전문화된 영

역에서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RBM은 어떠한 SCADA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최적 관리 시스템 등, 그외 많은 다른 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이 가능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단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로 진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설비의 수명과 결함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설비와 공

정의 예측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권을 보유한 퓨처

메인만의 진단 전문가 알고리즘의 명확한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설비 결함의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결과와 저장된 설비정보는 통계 관리 

모듈을 통해 한 눈에 공장별, 공정별 및 단위 설비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RBM 솔루션의 기술 구성도

각종 센서를 통해 
설비 데이터 수집

설비 결함 자동 진단 및 예측관리
설비 이상 징후 포착 → 유관부서&담당자에게 알린 후, 

신속히 설비 결함 자동진단(무인 진단) 

설비 수명 예측 기능을 통한 설비 생산성 극대화

설비 DB 자동 구축
+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로봇 공정

설비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수집된 Data의 

정확한 통계 분석 

& 원-클릭 리포트 

제공

각종 센서 
설치 

Tablet 
Control 

ExRBM SERVER

자동 통보 DISPLAY MONITOR

현장 
관리자

Mobile 
Message

제조 
금형설비

대형 회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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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접속

ExRBM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어떠한 프로그램

과도 충돌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매우 안정적으로 설

계되었으며, 시스템의 다운이나 충돌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없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개발되었다.

ExRBM의 주요 기능 

1) 설비상태 평가

설비의 실시간 진동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국

내 및 국제규격으로 설비의 상태를 평가하여 알려준다.

센서별로 가동 중인 설비의 진동량 및 상태 평가 확

인이 가능하다.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알람이 울리면, 

해당하는 센서의 설비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2) 결함 주파수 계산

설비의 결함 주파수를 계산해주어 신속하게 결함의 

위치를 알려준다.

3) 설비 결함 진단 및 예측, 원인 대책 마련

설비 결함에 대한 자동진단이 가능하며, 대책 매뉴얼

도 제시해주고 신속하게 결함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여 

미리 발생될 결함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베어링 수명 

설비 센서별 상태 모니터링 UI

7.4630 

5.8920 

4.1470 

3.4330 

2.2430 

3.3280

설비수명 예측 및 계산 모듈 

11.2553 

3.6149 

21.5383 

SMART TOOLING SYSTEM ＞ MCT 01 ＞ [ENDMILL]

전체 Tool 리포트 이상상황 문자 알림 진동 경향 리포트

대응 방안 보기

공구 가동시간 

9m 18s

설비 가동시간

6h 20m

가동률 

89%

공구 주문하러 가기

[ 설비 상태 ]

C : 단기간 운전 허용

설비 상태가
C:불량입니다.

주의 : 본 설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미만

[ 설비 수명 ]
[MCT_01_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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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통해 설비 예측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비에 

발생한 고장의 형태를 분석하여 원인과 적합한 대책을 

제시해준다.

4)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기능

설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여 원하는 통계로 보

여준다. 또 리포트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을 높여준다. 

ExRBM 적용 후 기대효과

ExRBM은 신속한 결함 진단의 자동화가 가능하여 

진단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고객사의 비용 절감을 도

와준다. ExRBM을 통해 외부 진단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비전문가도 전문가와 같은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설비 가동에 문제없이 생산

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컨설팅, X-Plan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쌓은 전문 엔지니어링 노하우와 

첨단 IT 기술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공장이 합리적인 비

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설비 진단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링 팀 상시 대기

• 보유한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후 

   각 레벨의 설비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안

•정확한 센서의 위치 선정과 데이터 수집 방법 제안

• 시스템 구축 시 적절한 하드웨어 선정부터 

   솔루션 제안까지 한 번에 가능

문의 : (031)893-9735

당신의 공장과 설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ExRBM 적용 후 기대효과

공장의 설비 진단 과정 – 2~3주 소요

알람 경고
설비 가동 중단 / 설비 데이터 현장 측정

1. 외부 컨설팅 비용 지출 
2. 약 2주의 설비 가동 중단으로 생산량 하락

외부 컨설팅 비용 절감 
2주의 설비 가동 중단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극대화

설비 중단 시간 최대 2주 단축 / 생산성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

결함 포착

결함 포착 진단 후 설비 재가동

외부 진단 전문 인력 
투입 시까지 대기

상태감시시스템 경고  
& 설비 결함 자동 진단(5분)

진단 후
설비 재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