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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이미지마이닝 

TMS 
텍스트마이닝 

ECMiner™ 
데이터마이닝 

  
IMS 

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 

AML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국내 최초 데이터마이닝 
SW, GS, NEP 인증 

 디지탈이노베이션 대상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빅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 은상 수상(13. 01) 

㈜이씨마이너 

 대표 : 민광기 
 연혁 : 2000년 4월 설립 
 국내 최초, 유일의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 및 활용 솔루션 개발 

17년 경력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2015 • 03월 서강대학교 ECMinerTM 산학지원 협약식 

2014 • 07월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07월 ECMinerTM 2014 출시 

• 11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센터 공동협력 협약 체결 

• 01월 빅데이터 활용 분석 경진대회 수상 

• 12월 Microsoft-HP-㈜이씨마이너 전략적 제휴 체결 

• 06월 ECMinerIMSTM 출시 

• 09월 ECMinerSISTM 출시 

• 01월 ECMinerTM 해외(과테말라) 진출 

• 06월 ISO 9001:2008 인증 

• 02월 기술벤쳐기업 인증, INNO-Biz 기업인증 

2013 

2012 

2011 

2010 

2009 

• 12월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자금세탁방지 제도 확립과 발전에 기여) 

• 12월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 

• 11월 ECMinerrTMDSTM 출시 

• 06월 ECMinerSSATM 출시 

2007 

2006 

2005 

2004 

• 12월 정부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선정 

• 11월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정보통신부) 

• 11월 심사 신기술 인증 KT마크 획득(과학기술부) 

• 05월 마케팅 채널 트랙킹 시스템 및 방법 특허획득 

• 06월 Web AnalyzerTM ID 매칭 기술 특허 획득 

• 04월 정책과제 최우수업체 선정(정보통신부) 

• 04월 ㈜이씨마이너 설립 

2004 

2000 

• 01월 ECMinerAMLTM 출시 2008 

2000년에 설립된 ㈜이씨마이너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마이닝 SW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LG, 삼성, SK, 포스코 등 Global 

기업에 SW를 공급하며, 데이터마이닝 

전문 기업으로 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Frontier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New Excellent Products 

1. 일반현황  

• 01월 한국표준협회 제조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협약식 2016 

[수상 및 인증] 

Good Software 

I.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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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부문 국내 선두 기업 

2. 사업분야  

200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 

• 반도체/철강/화학/Display 등의 기업  

• 품질/안전/에너지절감 등의 업무 

• 공정 분석 

  - 조업편차 가시화 

  - 편차 원인 분석 

  - 최적 운전 조건 분석 

• 품질 예측 및 영향 인자 분석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 

• ECMiner™ SW 교육 

• 데이터마이닝 이론 및 업무 적용을 위한 분석 방법론 교육 

• 산학협약에 의해 국내 30여개 대학에서 수업용 교재로 ECMiner™ 활용 

•  분석CRM 

   - Target Marketing 

   - 고객세분화 

   - Cross Selling/Up Selling  

•  Fraud Detection System 

   - 자금세탁/보험사기/카드사기 

   - Risk Management 

   - 보안, 침입탐지, 범죄수사 등   

•  기타  

   - Traffic 분석 

   - 수요예측, 경영분석 및 계획 

공공/금융/서비스 제조부분 

교육부분 

I. 회사 소개 



  Copyright 2017. ECMin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5 

㈜이씨마이너에서는 Data Mining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Real Time 분석, 상용화된 모니터링 응용 솔루션등을 
개발하여 응용분야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솔루션 현황(1/2)  

ECMiner™ 

 
데이터마이닝 SW 

국내 최초, 유일 
NEP인증제품 

SIS™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결함패턴 인식 및  
탐지 시스템 

이미지 Mining  
시스템 

Text Mining  
시스템 

• 실시간 예측 

• 실시간 공정모니터링 

• Alarm/Action Guidance 

• 실시간 분석 

• Transaction Monitoring Sys. 

• RBA기반 위험관리 

• Watch List Filtering 

• Rule, Link Analysis, etc.. 

TMS 

I. 회사 소개 

ECMinerIMS™ 

ECMinerAML™ 

ECMinerSIS™ 
ECMiner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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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 Text Mining 

• Image Mining 

 

 

• ECMiner™와 Hadoop 연동 

•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 알고리즘의 분산병렬처리 

• MS PDW와 분석 appliance로 연동 

• 데이터와 차트의 연동 

• 스크립트 언어개발 

• 64bits 

• 비정형 데이터간 분석을 위한 DBMS 

설계 

• 비정형 데이터 통합분석환경제공 

• Big Data 처리기술 적용 

 ECMiner™ 개발 Roadmap 

ECMiner™는 다양한 종류의 Big Data 처리, 대용량 데이터 처리능력, 그리고 실시간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SW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3. 솔루션 현황(2/2)  

ECMiner2015 

ECMiner2016 

빅데이터 분석SW 

I.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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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향상(1/3) 

4. 사업 실적 (1/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빅데이터 분석SW 및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2017.01 

엘지화학 전지사업부 모델기반 불량재선별 시스템 구축 2017.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장운영제어연구실 대용량 제조데이터 연동 스마트공장 애플리케이션 통합운영 기술 개발(1차) 2016.09 

포스코 연구소 인공지능 기반 제선 공정 조업 관리시스템 구축 2016.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장운영제어연구실 대용량 제조데이터 연동 스마트공장 애플리케이션 통합운영 기술 개발(1차) 2015.08 

롯데케미칼 정보전략 빅데이터 기반 NC공장 및 PP 공장 최적화 및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2015.06 

SEMES 연구소 반도체 장비 운전데이터와 품질 데이터 간 원인 분석 2015.05 

LG MMA 생산팀 데이터 분석을 위한 ECMiner™ Lease Version 도입 2014.11 

LG이노텍 공정기술팀 ECMiner™ 분석시스템 개선 2014.09 

SEMES 연구소 Clean Lab ECMiner™, ECMinerSSA™ 공급(품질 분석 및 Defects 패턴 추출) 2014.08 

엘지화학 정보전략팀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ECMiner™ 실무교육 및 컨설팅 2014.06 

SKHynix 자동화그룹 Thin film 공정의 VM 개발 및 R2R 제어 2014.04 

SKHynix 자동화 그룹 Virtual Metrology 개발(SD BUF OX DEP 공정 및 ILD1X CMP 공정) 2013.08 

엘지화학 정보전략팀 Big Data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Glass공장, PC공장, 토너공장) 2013.06 

포스코 압연(광양) 하이밀 RM(Roughing Mill)의 Off-center 원인규명 컨설팅  2013.05 

엘지화학 Glass 사업팀 TOLM(Take off line management) system 구축 2013.04 

엘지화학 소형전지 용접기 불량용접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013.04 

SKHynix 자동화 그룹 청주공장 VM(Virtual Metrology)개발 및 R2R Control 2013.03 

엘지화학 정보전략팀 파주 Glass 사업장 Defects 원인 분석용 데이터마이닝 S/W 도입 2013.01 

SKHynix 자동화 그룹 Etching 공정 설비에 대한 VM(Virtual Metrology) 개발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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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향상(2/3) 

4. 사업 실적 (2/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SKI FCCL 공장 데이터마이닝 기반 QMS 시스템 구축 2012.04 

SKHynix 자동화 2팀 HiTAS 시스템 내 ECMiner™의 데이터탐색기 모듈 공급  2012.02 

SKI LIBS 공장 데이터마이닝 기반 QMS 시스템 구축 2011.09 

삼성전자LCD CAE그룹 Photo공정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ECMiner™, ECMinerIMS™ 공급 2011.08 

삼성정밀화학 기술팀 DMAC 공장 품질 향상 및 에너지절감 컨설팅 2011.06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연구단 마그네슘제련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11.05 

삼성반도체  시스템LSI MASS+ 비정형분석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변경 구축(오라클->DB2) 2011.05 

LG이노텍 PI혁신팀 LED 수율 향상 분석시스템 구축  2010.04 

엘지화학 Glass 사업팀 Computer Vision 기반 Glass 표면 Waviness 탐지시스템 개발 2010.02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시스템LSI 비정형분석시스템 성능 개선 프로젝트 2009.09 

삼성반도체  시스템LSI MASS+ 비정형분석시스템 2차 고도화사업/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2008.09 

삼성반도체 시스템LSI MASS+ 비정형분석시스템(데이터마이닝 분석) 고도화 2008.03 

LG실트론 TDR 단결정성장공정(초크랄스키공정)의 품질 분석 컨설팅 2007.03 

삼성전자LCD 생산기술그룹 ECMiner™ 기반 CVD공정분석 컨설팅 2007.02 

LG전자 LG전자PDP A3공장(42” PDP 생산) 품질 인자 규명 및 개선 프로젝트 2006.06 

삼성반도체 시스템LSI SSA(Spatial Signature Analysis)를 이용한 Wafer 결함패턴분석시스템 2005.09 

엘지화학 2차 전지공장(청주) 2차 전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05.07 

엘지화학 VCM공장(대산) VCM 공정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2005.03 

LG전자 DAV사업부 ECMiner™ 공급 및 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인자 분석 2004.12 

엘지화학 화성품 공장(여수) 조업 분석 표준화를 위한 ECMiner™, ECMienrRTMDS™ 납품 및 컨설팅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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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향상(3/3) 

4. 사업 실적 (3/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삼성반도체 시스템LSI ECMiner™을 기반한 MASS+ 비정형분석시스템 구축 2004.09 

엘지화학 PVC 공장(여수) PVC 공정 품질 향상을 위한 분석 컨설팅 (Pilot Project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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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4/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포스코에너지 연구소 ECMiner™ 기반 열병합발전소 효율분석 2015.12 

LS니꼬동제련 IT팀 Booster Fan의 이상 징후 예측을 통한 Preventive Maintenance 2015.07 

포스코 설비기술팀 2열연공장 압연기 Camber 원인분석  2015.06 

SK Hynix 환경안전본부 GAS Tank 누수감지 분석 시스템 구축  2014.11 

포스코 연주(광양) MLH(Mold Level Hunting)  원인인자 규명(2차 사업) 2012.09 

포스코 제선부(광양) 노황관리시스템(BOSO )고도화 2012.04 

포스코 연주(광양) MLH(Mold Level Hunting)  원인인자 규명 2012.04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GMES 구축 : 예측 BI 활용 방안 도출 컨설팅(PoC) 2011.09 

포스코 제선부(광양) 노내 가스류 변동 예측 시스템 구축 2011.01 

포스코 제선부(포항) 포항 2, 4 고로 노황관리시스템(BOSO System) 확대 적용 2010.02 

포스코 제선부(광양) 광양 4 고로 노황관리시스템(BOSO System) 구축 2010.02 

포스코 제선부(포항) 포항 3 고로 노황관리시스템(BOSO System) 구축 2009.09 

삼성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전문가시스템 기반 진공펌프 실시간 모니터링/이상진단 시스템구축 2008.02 

포스코 제선부 데이터마이닝 기반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7.08 

현대제철 특수강기술팀 ECMiner™ 납품 및 교육 2007.01 

포스코 FINEX 공장 ECMiner™, ECMinerRTMDS™ 기반 실시간공정/품질모니터링/이상진단시스템 구축 2006.08 

포스코 Finex/기술연구소 ECMiner™ 활용 Finex 공장 최적 조업 분석 컨설팅 2006.02 

삼성반도체 메모리사업부 ECMiner™ 활용 진공펌프 조기 이상진단 컨설팅 프로젝트 2006.01 

포스코 기술연구소 Finex 공장 조업분석용 ECMiner™ 공급 2005.10 

 설비 이상진단/안전/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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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5/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훈련 및 부대운영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피복수요예측, 장병특기분류, KCTC 분석, 시제품 개발) 2016.09 

삼성BP 기획팀 ECMiner™ 기반 원료수요 예측 2015.03 

현대중공업 조선정보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추이 분석(중장납기/강재에 대한 수요 분석, 설계공수예측) 2014.07 

RIST 에너지자원연구본부 ECMiner™ 데이터마이닝 SW 도입 및 CO2 포집 데이터 분석 2014.01 

엘지화학 NCC기술팀 NCC공정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1.01 

SKC 기술팀 메탄올 분리공정 조업 최적화 컨설팅(Pilot) 2009.06 

삼성BP 기술팀 ECMiner™ 구매 2009.04 

여천NCC 에너지관리TFT SM공장 최적화: 에너지 소비 최소화 프로젝트 2006.12 

여천NCC 에너지관리TFT팀 ECMiner™ 활용 MTBE 공장 에너지 최적화 Consulting 2005.12 

엘지화학 화성품(여수) NPG공장: ECMiner™와 ECMinerRTMDS™ 공급 2005.10 

엘지화학 BRU공장(대산) BRU(Benzene Recovery Unit) 공정 분석 및 에너지최적화 2005.09 

엘지화학 BR공장(대산) BR공장 에너지 최적화 2005.06 

 환경/에너지/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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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사기적발(1/2) 

4. 사업 실적 (6/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롯데카드 준법감시팀 AML 시스템 추가 개발 2016.07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 방안 수립 2016.06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증권부문) 중 컨설팅 2016.06 

기업은행 준법감시실 자금세탁방지 확대 재구축(ECMinerLA™ 기반 통합 FI 시스템 구축) 2016.04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보험부문) 중 컨설팅 2015.04 

국세청 국제조사과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 시스템(AXIS)구축사업 2015.02 

농협 준법감시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발 및  KYC, TMS 고도화 컨설팅 2014.11 

롯데카드 준법감시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FDS 시스템 연동 구축 2014.11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총괄팀 감사정보 체계 고도화 컨설팅 2014.10 

RIST 정도경영실 ECMiner™ 도입(예방 감사를 위한 이상징후 탐지) 2014.09 

국세청 첨단탈세방지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FOCAS 구축사업: 분석시스템 구축부분 2014.06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2014.05 

포스코 정도경영실 실시간 예방 감사 시스템 고도화 2014.04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추진팀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불법유통 이상징후 업소 분석 및 추출 2014.01 

현대카/캐/커 준법감시실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고도화 2013.12 

롯데카드 Compliance 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재사용 인터페이스  2013.07 

포스코 정도경영실 실시간 예방 감사 시스템 구축 2013.01 

현대캐피탈/카드/커머셜 준법감시실 ECMinerAML™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2012.10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STR관련건 전략분석시스템 구축 2011.09 

CUPIA 네팔관세청 관세업무를 위한 위험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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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사기적발(2/2) 

4. 사업 실적 (7/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CUPIA 에콰도르 관세청 관세업무를 위한 위험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2011.02 

CUPIA 과테말라 국세청 관세업무를 위한 위험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2010.03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팀 불법석유유통방지시스템 2009.09 

신협 준법감시실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2009.09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7차 사업 2009.08 

롯데카드 Compliance 팀 ECMinerAML™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2009.03 

농협 준법감시실 ECMinerAML™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2008.08 

한국전자통관진흥원 한국전자통관진흥원 관세분야 위험관리 모듈화개발사업 2008.08 

관세청 외환조사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8.05 

국민은행 준법감시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룰/스코어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2008.05 

하나은행 준법감시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룰/스코어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2008.04 

관세청 관세청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방지를 위한 분석 컨설팅 2007.10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분석시스템 구축 2007.10 

심평원 평가정보부 의료보험 과청구 모델 예측 2007.07 

경찰청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2007.04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ECMinerAML™ 기반 자금세탁 심사분석시스템 구축 2007.01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ECMiner™ 기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Scoring 시스템 구축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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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금융/서비스(1/2) 

4. 사업 실적 (8/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ETRI 데이터연구실 ECMiner™ 구입(데이터마이닝 분석) 2016.02 

한국전력연구원 SW센터 수요자원 융,복합 분석 및 보안 소프트웨어 도입(ECMiner™ 공급) 2015.09 

ETRI - 마이크로그리드 분산 자원 현황 빅데이터 처리 및 메시지 어댑터 개발 2015.0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사용 후 핵연료 역추적 관리 방안 도출 위한 분석툴 ECMiner™ 도입 2015.07 

하림닭 - 스마트 양계장 구축을 위한 데이터 처리 2015.07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부 신용정보 및 세금우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중 빅데이터 분석 2015.04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부 TDB(Tech Database) 전산시스템 구축: TDB 활용방안에 대한 ISP 진행 2014.07 

알티베이스 - 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개발 2014.05 

국립암센터 암등록사업부 암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화 컨설팅 2014.01 

생산성본부 IT팀 데이터마이닝 결과 보고서 고도화 2013.11 

SKT 솔루션사업팀 고객 분석 및 추천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2013.01 

중소기업청 (정부과제) 매장관리 및 마케팅 정보 분석을 위한 영상 센서 기반 영상정보 분석 서비스 솔루션 개발 2012.11 

KT 네트워크연구소 3G 기지국 트래픽 과부하 실시간 추정 시스템 개발  2011.05 

서울시 메트로 지하철 사업단 서울시 메트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차 년도 2011.01 

생산성본부 IT팀 데이터마이닝 결과 보고서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 2010.07 

서울시 메트로 지하철 사업단 서울시 메트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차 년도 2010.01 

외환은행 카드 카드 고객 LTV 산정 2009.07 

KT 네트워크연구소 기업고객의 회선별 트래픽 추이분석을 통한 해지 예측 모델 구축 2009.07 

SKT NGM(ISF) 차세대 서비스구축 2차사업 2008.01 

ETRI USN 연구단 ECMiner™ 납품 및 교육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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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금융/서비스(2/2) 

4. 사업 실적 (9/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KT BcN 본부 광고대상고객 선정을 위한 스코어링 시스템 개발 2007.10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전산센터 보험고객 이탈모형 구축 2007.03 

SKT NGM(ISF) 차세대 서비스 시스템 구축 2007.03 

농협 CRM ECMiner™ 활용 CRM 컨설팅(고객 세분화) 프로젝트 수행 2005.09 

삼성전자 마케팅 데이터마이닝 기반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CRM 컨설팅 수행 2004.10 

KBS DTV 데이터분석 디지털 방송 송신의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컨설팅 및 SW납품 2004.09 

롯데백화점 마케팅 고객 Needs에 기반한 고객 구매원인분석 및 구매 예측모델 구축 컨설팅  2004.03 

SK Telecom 마케팅 네이트 이용자 패턴 분석 및 우수고객 분석, 선호 컨텐츠 분석 컨설팅 2002.03 

새롬기술 마케팅 Dial Pad고객 및 콜센터데이터분석 및 유료화 전환 시 수익성예측모델 2001.11 

현대자동차 마케팅 웹사이트 광고 효과 분석 데이터마이닝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2001.06 

대교 마케팅 CRM 전략 개발 및 데이터마이닝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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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빅데이터 경진대회 

4. 사업 실적 (10/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남서울대학교 - EC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017.03 

LS니꼬동제련 제련혁신팀 EC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017.02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EC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017.02 

동서발전 발전기술개발원 EC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017.02 

LS니꼬동제련 제련혁신팀 ECMiner™ 교육(약산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2017.01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위한 ECMiner™ 교육 2017.01 

엘지화학 전지사업부 EC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데이터과학자 양성교육) 2016.09 

해군군수사령부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수업무 혁신 경진대회(ECMiner™을 활용한 분석) 2016.08 

UNIST - EC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016.07 

한국표준협회 - 빅데이터 솔루션(ECMiner™)을 활용한 공정 데이터 분석 기초 2016.04 

엘지화학 정보전략팀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ECMiner™ 실무교육 및 컨설팅 2014.06 

KAIST 경영정보대 - ECMiner™ 와 ECMinerRTMDS™납품 및 교육 2007.03 

카톨릭대학교 - 교육 및 연구용으로 ECMiner™ 공급 2005.08 

포항공과대학교 - 교육 및 연구용으로 ECMiner™ 공급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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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SW 기증)(1/2) 

4. 사업 실적 (11/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울산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기증 및 빅데이터 협약 체결 2017.01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기증 및 빅데이터 협약 체결 2016.12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기증 및 빅데이터 협약 체결 2016.06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기증 및 빅데이터 협약 체결 2016.05 

남서울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기증 및 빅데이터 협약 체결 2016.05 

울산과기원(UNIST)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기증 및 빅데이터 협약 체결 2016.02 

서울대 의대 시스템면역의학 연구소 산학협약 의료부문 특화 빅데이터분석 SW 공동개발 2016.02 

한국표준협회 협력 제조부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체결 및 교육진행(6회/년) 2016.01 

포항공대엔지니어링대학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5.08 

강원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5.07 

서강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5.03 

서울대 빅데이터센터 기술제휴협약 연구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기술제휴 협약 체결 2013.1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1.10 

건국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1.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1.07 

고려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11.02 

한남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9.11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9.03 

동국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9.03 

경희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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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12/13) 
I. 회사 소개 

고객사 담당조직 개 요 일자 

경성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6.09 

동명정보대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6.08 

광운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6.04 

숭실대학교 산학협약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6.04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산학협약식 교육용 데이터마이닝 SW ECMiner™ 제공에 대한 산학 협약 체결 2005.05 

 협약(SW 기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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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서강대학교 협약식. 유기풍 총장  

2017.01.12  

울산대학교 협약식 오연천 총장 

2016.01.27  

한국표준협회 협약식 임현철전무 

2016.02.26 

UNIST 협약식. 정무영 총장  

2016.02.23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성승용소장 

2016.07.19~20  

빅데이터 교육 & 경진대회 해군 정비창장 박치욱준장 

4. 사업 실적 (13/13) 
I.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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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마이너는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의 표준화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과 분석 전략 모델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씨마이너 with KSA 

빅데이터 분석 교육 빅데이터 분석 전략모델 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활용 실무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 기술통계

1.3 박스플랏

2.1 단변량 차트

2.2 다변량 차트

3.1 상관관계 분석 개요

4.1 데이터&변수 선택

4.2 결측치 제거

4.3 Outlier(이상치, 극단치)

4.4 파생변수

4.5 변수 표준화

4.6 구간화(범주화)

4.7 데이터 추가

4.8 데이터 병합

[사례 소개] 용접 불량 모니터링

1.1 이론적 배경 및 소개

1.2 활용 실습

[사례 소개] GLASS 공정 품질 이상 분석

2.1 이론적 배경 및 소개

2.2 활용 실습

[사례 소개] 압연공정 Camber 발생 원인 분석

3.1 이론적 배경 및 소개

3.2 활용 실습

[사례 소개] 제련공장 설비 이상 징후 예측 분석

4.2 이론적 배경 및 소개

4.2 활용 실습

[사례 소개] 철강 노황관리 시스템 구축

5.1 이론적 배경 및 소개

5.2 활용 실습

[사례 소개] PP공정 MI물성 예측

6.1 이론적 배경 및 소개

6.2 활용 실습

5. 공정 이상 발견에 따른 조치

6. 공정 품질 예측

4. 공정 이상 조기 감지

2. 불량 원인 분석

3. 최적 공정 운전 조건

IV. 데이터 분석

1. 공정 운전 모니터링 및 이상 검출

4. 데이터 전처리

2. 데이터 탐색

3. 상관관계 분석
3.2 상관관계 분석

3.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능

4.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방법

III. 탐색적 데이터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I. Data Mining 개요

1. 데이터마이닝 개요

2. 데이터 마이닝 등장배경

3. 데이터 마이닝(분석) 프로세스

4.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

II. 솔루션 소개 및 사용법

1.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소개

2.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구성

 

 제조공정 품질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분석 프로세스 개발 

 

 

 

 

 

 

 

 분석 프로세스 유형화를 통한 분석 전략모델 개발 

5. (주)이씨마이너 with 한국표준협회 
I.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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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검증된 SW로 하이테크, 제조 분야에 최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Why ECMiner? 

검증된 SW 
및  

커스터마이징  

제조업  
중심 

 Best Practice 

‘THE BEST’ 
ROI  

Performance 

I. 회사 소개 



II. 빅데이터 소개 

1. 산업과 빅데이터 

2. 데이터마이닝 vs. 빅데이터 

3. 빅데이터 적용영역 

4. 빅데이터 성공전략 

5. 빅데이터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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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는 것(Gartner) 

•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SW로는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의 데이터(Mckinsey) 

• 다양한 형태(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로 구성된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고속탐색,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

요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과 아키텍처를 의미(IDC) 

< 빅데이터 적용가능분야  > <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 잠재력  >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제조업, 의료산업, 소매업 등 선정 

 제조분야의 경우 제품개발/조립비용 최대 50%, 운전자본 7% 이상 감소 

 빅데이터는 제조업에서 상당한 활용 잠재력이 있음 

 제조업은 전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세계경제에 중요한 부문 

 빅데이터란? 

1. 산업과 빅데이터(1/5)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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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수익 창

출을 확대해 나가는 경쟁자와 비교하여 크게 위험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 

• 향후 3년간 빅데이터 투자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56%에 달했으며 IT투자와 빅데이터 투자가 비슷한 수

준의 계획을 가진 기업은 약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경쟁력의 

하락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3년간 IT투자와 대비하여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증가하실 생각입니까? 

< 빅데이터 기반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의지 > 

(자료 : Capgemini & EMC: Big & Fast 데이터 – The Rise of Insight – Driven Business, 2015) 

1. 산업과 빅데이터(2/5)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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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산업의 미래, 빅데이터 

• 최근 생산 공정에 뛰어난 효율성을 제공하는 기술과 지식이 제공됨에 따라 기존의 제조산업은 미래형 제조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 

- 사람, 기계, 생산라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분석이 가속화 

• 제조 공정의 효율성 증가라는 목적에 따라 제조 공정상 비용을 감소시키고, 제품 품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변환되어 전체 생산성을 크게 향상 

(자료 : SCM World – MESA International Survey, 2014)) 

< 제조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기술 분야 > 

1. 산업과 빅데이터(3/5)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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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산업의 미래, 빅데이터 

제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제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 분야 

 총 166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중복 응답 가능) 

 166개 기업 중 109개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을 변화 주도 기술로 선정 

 조사기업 166개 중 빅데이터는 실시간 대응에서 가장 우월한 기술로 응답 

 생산비용 감소(47%), 자산효율성 증가(42%)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 

• 최근 글로벌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제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부문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2번째 기술로 선정 

- 제조 공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기대를 보임 

• 제조 산업의 실질적 효율성을 제공하는 효과의 임팩트가 가장 큰 기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제 1순위로 선정 

- 빅데이터는 실시간 대응 부분에서 가장 우월한 미래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47%), 비용 절감/자산의 효율성 활용 측면에서

도 높은 지지(42%) 

1. 산업과 빅데이터(4/5)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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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산업 빅데이터 도입시 기대효과 

• 빅데이터 도입은 인더스트리 4.0,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한 전제사항 

- IoT, CPS 등이 제조업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빅데이터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 

• 빅데이터 도입시, 품질비용의 10~20% 절감 가능하며, 설비 非가동시간의 30~50% 감소 및 생산성 3~5% 증가 가능 

Digital Compass maps Industry 4.0 levers Indicative quantification of value drivers 

1. 품질 

 - Digital Quality management 

 - Advanced process control 

 - Statistical process control 

 

2. 원자재/공정 

 - Real-Time yield optimization 

 

3. 자산관리(Asset utilization) 

 - Predictive maintenance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4. 수요-공급 

 - 데이터-driven demand 

prediction 

1 

2 

3 
4 

*CPS: Cyber Physical System 

1. 산업과 빅데이터(5/5)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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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마이닝 정의 

데이터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전처리 과정(변환)을 거쳐, 데이터의 특성, 패턴, 규칙 등을 추출, 정보화, 
지식화 하여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2. 데이터 마이닝 vs. 빅데이터(1/4) 

대용량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정보화/지식화 의사결정 

데이터의 특성, 패턴, 
규칙 등을 추출 

이상/결측치처리, 
추가변수생성 등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  

분석 결과 
Visualization (Grid, 
차트, 이미지 등)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 

연/원료 조성 
온도 
압력 
유량 
Level 
RPM 
… 

Recipe 

품질 측정치 

생산 
설비 
운전 
품질 

온도, 압력 등 수많은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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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마이닝 주요기능 

2. 데이터 마이닝 vs. 빅데이터(2/4) 

과거/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만들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함. 

(예: 시계열 분석 활용 익월 수익예측) 
예측(Prediction)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자동으로 군집화를 함. 

(예: 고객 Profiling을 기반한 고객세분화)  
군집화(Clustering) 

판별식 또는 판별기준을 설정한 후 양/불량을 판별함. 분류(Classification)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시화함. 

(예: Visualization Data Mining, OLAP, etc)  

가시화 및 정보요약 
(Visualization/Summarization) 

연관분석 
(Association Analysis) 

상품과 상품의 연관 정도를 나타냄. 

(예: 기저귀를 사는 사람이 맥주를 많이 산다. → 신혼부부)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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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데이터마이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관점 연역적 접근방법 귀납적 접근방법 귀납적 접근방법 

절차 가설 → 검증 사실들(Facts) → 정보 사실들(Facts) → 정보 

데이터종류 Numeric/Sampled data/Offline Numeric/much data/Offline Unstructured/Huge data/Realtime 

데이터 

Facts(패턴) 

유용한 정보 

가설 

연역적 접근방법 귀납적 접근방법 

사전지식(有) 

사전지식(無) 

데이터마이닝 통계 

 분석 접근방법 

2. 데이터 마이닝 vs. 빅데이터(3/4) 

통계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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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oroach to Building and Implementing Business Intelligence Systems (Olszax. C.M & Ziemba. E, 2007)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마이닝 

2. 데이터 마이닝 vs. 빅데이터(4/4)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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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활용되고 있습니다.  

• 농정원, 스마트 농정 실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조기대응 
• 국도 비탈면 붕괴사고 예측 

• 오비츠, 사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 검색 결과 제공 
• NCSOFT, 게임 내 사기 탐지 시스템 구현 
• 멜론, 이용자 관심도에 따른 콘텐츠 추천 

• UNC 헬스케어, 환자의 재입원 비용 
절감 

• 서울아산병원, 의료연구 편의성 확대 
• 맞춤형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 제공 

출처: ‘BIG DATA 2015년 빅데이터 글로벌 사례집’ 미창부, NIA, 빅데이터 전략센터 

3. 빅데이터 적용 영역(1/2) 

• GE, ‘지능형 항공 운영＇서비스 
• 볼보, 운행 정보 활용한 자동차 

안전 실현 
• 한국남동발전, 발전설비 운영효

율 극대화 
• 자동차 부품기업 공동활용 빅데

이터 플랫폼 

IMS™ 

제조 고객 
관리 

의료 

e-Business 

재난/공공 

빅데이터  
활용 

• BoA, 수익성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 허츠, 실시간 VOC 분석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GS홈쇼핑, 고객 추천 서비스 
정교화 

• 롯데백화점, 고객세분화를 
통한 타겟 마케팅 

•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외국인 
관광산업 지원 

II. 빅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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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에 따른  
생산성 분석 

예지/예방 정비 

- 정비시점 최적화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및  
설비 이상진단 

- 최적 조업조건 실시간 모니터링  
- 이상 발생 시 실시간 원인분석 
- Gas Tank 누수 감지 

수요 예측 

- 원료 수요 예측 
- 강재 수요 예측 
- 투입 공수 예측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및 소비 최소화 
- 실시간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 BEMS/FEMS/EMS(Battery) 
- Power Plant 

가상 계측기 및  
R2R 제어 

- 반도체, 화학공정의 회분식반응기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SW 분석가 
(엔지니어) 

- 품질 편차 감소 및 향상 
- 표면 결함 탐지 
- Wafer Defect 패턴 분석 
- 수율 향상 

품질 분석 

3. 빅데이터 적용 영역(2/2) 
II. 빅데이터 소개 

 제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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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성공요소로는 1)분석관점으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 2)사용하기 쉬운 분석SW, 그리고 
3)통계/마이닝을 이해하는 업무 담당자가 요구됩니다. 

 

 

데이터 과학자 

• 사용자가 다루기 쉬운 분석Tool 

• 통계/데이터마이닝/가시화 

• 업종 지식 + 통계/마이닝 

• 데이터수집/저장/관리 

• 분석관점으로 저장된 데이터 

예)개별제품품질과 생산조건을 

연계하여 품질불량 원인규명  

(업무담당자) 

분석 툴 데이터 

4. 빅데이터 성공 전략(1/3) 
II. 빅데이터 소개 

 빅데이터 성공요소 

추출/저장 

사용자 
편리성 

조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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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분석SW 변화 

Minitab 
손쉬운 

Data Mining  

분석SW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환경 

보다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빅데이터 시대 엔지니어 개인 분석 환경 

[양적인 측면] 

[효과적 측면] 

Excel 

4. 빅데이터 성공 전략(2/3) 
II. 빅데이터 소개 



  Copyright 2017. ECMin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36 

2015년 이후 Big Data는 Gartner Group의 기술에서 제외되었으며, Citizen Data Science, Machine Learning, and 
Advanced Analytics with Self Delivery Service로 대체되었고, 최신 트렌드는 현업담당자가 사용하기 쉬운 
분석SW를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강조되고있습니다. 

Citizen Data Science 

 빅데이터 변천 

4. 빅데이터 성공 전략(3/3) 
II. 빅데이터 소개 



III. ECMiner™ 소개 

1. 제품 개요 

2. 시스템 구성도 

3. 차별성 

4. 제품 특징 

5.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ECMiner™ 

6.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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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유일의 데이터마이닝 SW로서 데이터 입력, 전처리,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차트 등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위한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SW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고난도 분석기능 

사용자 중심의 분석환경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체 데이터 구조 채택 

 검증된 대용량 데이터처리능력(SKT, 삼성, 엘지 등) 

 직관적 판단을 위한 비쥬얼 데이터마이닝 채택 

 모든 작업이 Visual하게 구성 

 사용 편의성(Score card 생성 등)  

 예측/분류/군집화/연관규칙 관련 알고리즘 제공 

 통계/시계열분석/실험계획/Nonlinear Regression 등 

 텍스트마이닝/이미지마이닝 등  

 DB 타입에 독립적인 데이터 추출 기능 

 강력한 데이터 전처리 능력 (병합/이상치 제거, 정렬, 
파생변수 생성, 변환 등) 

DW, DM, Hadoop, Big Data Appliance 통계, 데이터마이닝, 업무 특화 알고리즘  

1. 제품 개요 

강력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 

III. ECMiner™ 소개 

빅데이터 분석SW EC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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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 Client 
(ECMiner Server와 연동하여 실행) 

원천 데이터 

… 

Server 

Client 

Network 

분석 서버(ECMiner Server) 분석 DB 

Server Spec 
 - CPU : CPU 2.6GHz, 8Core  
 - HDD : 1TB 
 - RAM : 16GB 
 - OS : Windows Server 2012 

ECMiner S/A 
(단독 실행) 

… 

ECMiner™ C/S Version의 H/W 구성은 Server와 Clients로 구성되어 있으며, Server는 Network를 통해 Clients와 
통신하며, 만들어진 모델은 Scheduler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행됩니다. 

2. 시스템 구성도 
III. ECMiner™ 소개 

인터페이스 분석 Engine 데이터 전처리 자원관리 Sched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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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은 제조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마이닝 패키지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에서 분석 결과 저장까지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통합된 환경하에서 사용, 실시간 예측/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즉시적 연동, 
그리고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Customizing 지원 등이 타 제품과의 차별성입니다. 

제조분야 특화된 

데이터마이닝 SW 

데이터 추출에서  

분석결과 저장까지 

실시간 예측/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Customizing 

ECMiner™는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듬, 통계, 실험설계, 시계열, 회귀분석, SPC, MSPC 

등의 분석 기능을 통해 수많은 센서에서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품질향상, 

공장안전, 에너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석 SW입니다. 

ECMiner™는 Database로부터의 데이터 추출, 전처리, 차트, 모델링, 결과 저장 등 분석에 

필요한 일련의 작업을 통합된 화면에서 제공하여 분석 시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CMiner™로 개발된 예측/모니터링 모델은 별도의 프로그램 작업 없이 ECMinerIMS™에 

탑재하여 즉시적으로 실시간 예측/모니터링(품질, 안전, 에너지 등)합니다. 

ECMiner™는 ㈜이씨마이너의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성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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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Contents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듬 
예측,분류,군집화, 연관규칙 

통계 공정제어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MSPC(Multivariate SPC) 

Minitab 
실험설계,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통계 
기초통계, 고급통계 

기타 
Nonlinear Regression, 

통계 차트, PID Autotuning 

ECMiner™은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과 Minitab의 분석기능(실험설계, 시계열, 회귀분석 등), 기초/고급 
통계, SPC/MSPC의 분석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제조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마이닝 패키지입니다. 

3. 차별성: 제조 분야 특화 분석 Contents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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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데이터 추출, 전처리, 통계분석, 모델링, 분석결과 출력 및 저장까지의 데이터마이닝 전 프로세스를 
ECMiner™의 통합 분석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성: 데이터 추출에서 분석결과 저장까지 
III. ECMiner™ 소개 

데이터 
데이터 
입력 

분석결과 
출력/저장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통계 
분석 

모델링 

ECMiner™ : 프로세스 전 단계를 ECMiner™ 통합 UI에서 모두 구현함. 

S 경쟁사 : 프로세스 단계별 다른 프로그램 사용으로 어려움.(여러 프로그램 및 문법을 사용해야 함.) 

SAS ETL SAS BASIC(Script) SAS ETL SAS E-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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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에서 생성된 예측 및 모니터링 모델은 ECMinerIMS™에 즉시적으로 탑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상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ECMinerIMS™는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 모델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모델의 
실행 결과를 직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Server/Manager/Viewer의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BMS 
실시간 

운전데이터 

Server 

Manager 

Viewer 

ECMinerIMS™ 

ECMiner™ 모델 관리 

모델 실행 

정보 제공 

분석용 데이터 

예측/모니터링 
모델 

3. 차별성: 실시간 예측/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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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 기반 Customizing 화면 

고객 Needs에 따른 Multi-Charts 

 S사의 YMS(Yield Management System) 

S사의 YMS시스템은 ECMiner™ 기반으로 영문화, 노드의 트리구조화, 데이터 검색, Multi-Charts, 메일연동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Customizing된 사례입니다. 

3. 차별성: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Customizing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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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는 사용자 관점의 인터페이스,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및 처리, 데이터 가시화, 간단한 시스템화 작업을 통해 
업무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점의 인터페이스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및 처리 

데이터 가시화 

간단한 시스템화 작업 

(ECMiner™ C/S 버전에서 제공되는 기능임.) 

• 사용이 편리한 GUI 제공 

4. 제품 특징(1/9) 
III. ECMiner™ 소개 

• 다양한 데이터 형식 지원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처리 노드 및 함수 지원 

• 고성능 차트 

• 분석 결과 해석이 용이한 업무 특화 차트 

•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차트 제공 

• 스케줄러 및 일괄 Batch 실행 지원 

• 분석 결과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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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Drag & Drop 

노드 연결 

 사용자 관점의 인터페이스 – 사용이 편리한 GUI 제공 

사용자는 분석에 필요한 기능(노드)을 작업창으로 Drag & Drop하여, 노드 연결, 노드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쉽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특징(2/9) 
III. ECMiner™ 소개 

노드 속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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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및 처리 - 다양한 데이터 형식 지원 

상용 DB,  ECL(자체 개발 데이터구조), TEXT, EXCEL 등의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고, Sybase ASIQ, Oracle등은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용 노드를 제공합니다. 전처리 기능 중 병합 노드는 사용자가 각종 파일, 이기종 DB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용 
DB 

파일 

수집된 이기종 DB 및 파일 
데이터를 병합 

TEXT 파일의 읽기방식 및 데이터 구조를 정의 

DB Connection 정보를 입력하여 DB에 연결 

사용 
DB 

4. 제품 특징(3/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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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노드 

-결측치 처리 : 통계치를 이용한 결측(Null, Missing Value) 데이터 대체 

-파생변수 : 새로운 변수 생성 

-필터 : 불필요 컬럼 제거 

-선택 : Outlier(이상치, 극단치), 결측 데이터 행 제거, 필요 데이터 행 선택 

-추가 :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합치기 

-변수표준화 : 단위, 범위가 다른 데이터를 평균=0, 분산=1로 변환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및 처리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처리 노드 및 함수 지원 

250여개의 수학, 변환, 정보 등의 함수를 
제공하여 사용자 정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ECMiner™는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강력한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므로(날짜 계산 용이, 
직관적인 로직 구성 등) 데이터마이닝 작업에 있어 70% ~ 80%의 시간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 데이터셋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므로 강력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은 사용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제품 특징(4/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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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간 변화에 대한 시각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matrix plot 

v1 v2 v3 . . . . 품질 vs. 관련변수 품
질

이
 좋

음
 

품
질

이
 나

쁨
 

시각화 분석은 데이터마이닝 작업에 있어 가장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CMiner™의 고성능 차트를 통해 분석자는 View를 확장(오랜 기간, 여러 Tag, 100만건 데이터를 1초 이내에 
출력)하여 분석 시간 단축 등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시화 – 고성능 차트 

4. 제품 특징(5/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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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선택하면 컨트롤차트, 바차트, 그리드가 연동되고, 
선택 구간의 색상(연두색)을 다르게 표현함. 

시계열적인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차트와 데이터를 연동한 업무 특화 차트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가시화 – 분석 결과 해석이 용이한 업무 특화 차트 

바차트는 시점별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자를 크기 
순으로 나타냄. 

4. 제품 특징(6/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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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멀티 Data 차트 

직관적이며 동적인 차트 

그룹화된 3D 차트 

상관관계도 

 데이터 가시화 -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차트 제공 

비쥬얼 데이터마이닝 기법 기반 다양한 분석용 차트를 제공합니다. 

4. 제품 특징(7/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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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시스템화 작업 - 스케줄러 및 일괄 Batch 실행 지원 

간단한 조작만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모델 수행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스케줄러 기능과 작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Batch 기능을 제공합니다. 

-등록된 실행순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행  

-실행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시에 실행  

-실행순서가 동일한 프로젝트가 
모두 실행 완료 후 다음 
실행순서를 실행  

Batch 프로젝트 예시 

프로젝트를 스케줄러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자동 실행 

4. 제품 특징(8/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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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PI 공정 편자 분석 

EPI 공정 편자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박스차트의 그래프는 jpg 이미지로,  
화면표시의 데이터는 csv형식의 파일로 첨부되어 발송 

메일 보내기 노드 

수신자 메일 주소 검색 

메일 작성 : 제목, 수신인, 본문 

 간단한 시스템화 작업 - 분석 결과 메일 발송 

스케줄러에 의해 실행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지정된 수신인에게 메일로 발송됩니다. 메일 발송 기능은 메일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4. 제품 특징(9/9)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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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oop 기반 Big Data 분석을 위한 ECMiner™ 아키텍쳐 

데이터 원천 데이터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데이터 표현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RTDB 
(Real Time Data Base) 

HMI 
(Human Machine Interface) 

PIS 
(Plant Information System) 

OIS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FDC 
(Fault Detection & 

Classification)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 

- 실시간예측 
- 실시간모니터링 
- 실시간분석 
- Alarm/Action Guidance 

- 예측/군집/분류/연관성 
- 데이터입력/출력 
- 데이터전처리/차트 
- 모델검증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CEP 
(Complex Event Processing) 

 
 

On-Line 
실시간모니터링 & 

이상진단 

ECMinerIMS™ 

 

 
Off-Line 

Data Mining 

ECMiner™ 

EDW 
(Enterprise Data Warehouse) 

 

Big Data 분석 마트 

Hadoop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MapReduce 

Hive 

Sqoop 

5.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ECMiner™(1/2)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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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iner™ 

1. Hadoop 연동 

6. Dynamic  

charts 

3. 분산/병렬 

5. Visualization 

2. ECMiner in Appliance 

4. 인공지능 

알고리즘 강화 

ECMiner™에서 직접 Hadoop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용 파일생성. 

고성능 어플라이언스를  
통한 고속 처리 

데이터 입력, 전처리,  
알고리듬에 대한  
분산/병렬 처리 

Deep learning(RNN), 
강화학습 반영 

GPGPU를 활용한  
100만건 데이터 
 plotting 기능 

데이터와 차트 동기화를  
통한 직관적 분석기능  

강화. 

 Big Data 분석을 위한 ECMiner™ 

ECMiner™는 Big Data 처리를 위해 Hadoop 연동, HPC 연동, 분산/병렬, ECMiner™ in Appliance, 64Bits 처리, 
그리고 Dynamic chats를 제공함으로써, Big Data 분석을 위한 최적의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ECMiner™(2/2) 
III. ECMiner™ 소개 



  Copyright 2017. ECMin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56 

 데이터는 수집되나 활용 못하는 경우 다수 









 이상원인의 Real-Time 분석/대응 불가능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과학적 기업운영 가능 

 문제 발생시 근본 원인 실시간 파악 가능 

•

•

•

 불량률 감소를 위한 최적 공정 조건 도출 

 빅데이터 분석 목적 

6.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및 시연(1/5) 

기업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모델링을 통해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구축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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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MEA( Understanding Preparation Modeling Evaluation Action ): 한국표준협회(KSA)와 이씨마이너 공동개발 

100. Understanding 200. Preparation 300. Modeling 400. Evaluation 500. Action 

110. 비즈니스 이해 

111. 경영현황 분석 

112. 제품 및 공정이해 

113. 프로젝트 선정 

120. 고객사 데이터 이해 

121. 초기 데이터 수집 

122. 데이터 기술 

123. 데이터 탐색 

210. 빅데이터 처리 

211. 

데이터 전처리 

212. 

데이터 통합 

213. 

데이터 분류 

310. 모형화 알고리즘 

311. 

다양한 모형 설정 

320. 모형분석(traning 

set)  

321. 

훈련집합((traning set)  
모형분석 

330. 모형생성(traning 

set)  

331.  
훈련집합((traning set)  
모형생성 

410.  모형 선정 

411. 

검증집합(validation  set) 
분석 

420.  모형 성능 평가 

421. 

테스트집합(test Set)  

분석 

430. 프로세스 검토 

431. 

최적 프로세스 설정 

510. 모니터링 체계구축 

520. 모니터링 지속관리 

521. 

모니터링 관리 

530. 주요 ISSUE 전개 

511.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512.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531. 주요 Issue 도출 

532. 개선활동 PJT 추진 

6.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및 시연(2/5)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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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협회: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한 공정데이터 분석 교육 

6.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및 시연(3/5) 
III. ECMin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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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절차 

 

6.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및 시연(4/5) 

• 공정 이해 및 문제 정의  
• 데이터 현황 파악 및 분석 방향 설정 

• 데이터 현황 분석(결측치, 이상치, Sampling 선정, 파생변수 생성) 

• 단/다변량 데이터 분석: 개별 변수 및 다변량 관련 통계치 산출  

• 품질변수(품질, 수율, 에너지 등)와 조업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 데이터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 조업 현황에 대한 가시화 

• 운전조건변화(원부원료, 조업자, 설정치 변동, Utility 변화)에 따른 조업변동 가시화  

문제정의 

• 다양한 조업 조건 속에서 품질, 에너지 관점에서 최적의 운전조건 도출 

• 도출된 운전조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도출된 최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 이상의 조기관리 및 품질 예측을 통해 사전대비. 

탐색적 분석 

조업 편차 가시화 

최적 운전조건 
도출 

지속적 관리 

III. ECMiner™ 소개 

ECMiner™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마이닝의 분석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절차를 표준화 하여 분석방법론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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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iner™ 화면 

 

 

6.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및 시연(5/5) 
III. ECMiner™ 소개 



IV. ECMinerIMS™ 소개 

1.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2. ECMiner™와 ECMinerIMS™ 연관도 

3. 주요기능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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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품질 예측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알람 모니터링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기반 모델 탑재 

  실시간 예측을 통한 이상발생에 대한 선대응 

 이상 발생 정보 제공 

 이상에 대한 정의 및 관리 체계 제공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방법론 기반 모니터링 

  운전 현황 가시화 

  실시간 공정 영향 인자 정보 제공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실시간 분석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ECMinerIMS™ 

ECMinerIMS™(ECMiner Intelligent Monitoring System)는 데이터마이닝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품질 예측,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알람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예측을 통해 이상에 대한 
선대응 체계를 지원합니다. 

1.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1/2) 

 ECMinerIMS™ 개요 

IV. ECMinerIM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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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인자(센서, IoT 등) 

장치, 조립품, 부품, … 

설비 

공정 

공장 

Bottom Up 
모델링 

Top Down 
모니터링 

1.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2/2) 

개별지수 
(설비 1) 

개별지수 
(설비 N) 

종합지수 

… … 

인자2 인자N 

… 

공정1 

공장 관제 

설비1 설비N 

… 

공정2 

설비2 

인자1 

공정N 

알람발생 

이상발생  
주요인자 

모델링 시에는 x인자 분석을 기반으로 설비, 공정, 공장 등 단계별 Bottom Up으로 분석하고, 알람발생 시 이상 
공정, 설비에서부터 이상발생 주요인자까지 Top Down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델 

이상 발생 사례 

 Top Down 모니터링 체계 

IV. ECMinerIM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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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Miner™와 ECMinerIMS™ 연관도 

ECMiner™에서 분석 결과로 생성된 예측/모니터링 모델은 ECMinerIMS™에 즉시적으로 탑재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진단에 활용됩니다. 

실시간 운전 데이터 

ECMiner™ 

분석용 데이터 

예측/ 
모니터링 

모델 
탑재 

Server : 모델실행 

Manager : 모델관리 

Viewer : 모니터링 

ECMinerIMS™ 

데이터 분석 SW 실시간 모니터링 & 이상진단 시스템 

예측/모니터링 모델 개발 

모니터링 화면 

IV. ECMinerIM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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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시간 예측 

 실시간 예측 화면 

예측 모델은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값을 제공하여 공정 상황에 선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예측 차트는 예측값과 현재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개의 차트에 보여주며, 기여도 차트를 통해 공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인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재값 

예측값 : 미래 시점 예측 

-영향도가  큰 인자부터 나열 : 주요 원인 인자 파악에 용이 
-바를 클릭하면 해당 Tag의 트렌드 차트와 연동 

기여도 차트 

예측 차트 
시점별 값을 제공(툴팁)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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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화면 

모니터링 모델은 MSPC 방법론 기반이므로 이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이상의 감지에서부터 원인 
파악까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트롤 차트, t-square, SPE, 기여도 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컨트롤 차트는 한 
시점이 한 점으로 표현되어 공정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고, 기여도 차트는 공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인자를 
제공하여 이상 원인 파악을 용이하게 합니다. 

컨트롤 차트 

영향도가  큰 인자부터 나열 : 주요 원인 인자 파악에 용이 

데이터압축 기법을 적용하여 다수의 x인자를  
한 점으로 가시화 

기여도 차트 

시점별 값을 제공(툴팁)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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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람 모니터링(1/2) 

 이상에 대한 알람 

• 공정/Tag 별 기준점수를 설정 
• 설정된 기준점수를 벗어나면 담당자에게 알람 

전송 
• 이상 원인에 대해 과거 조치 내역을 제시 

(Action Guidance) 

메일 또는 SMS 통보 

알람 발생 

정상 상태 

공정 지수 

기준
점수 

시간 

예측, 모니터링 모델 결과와 개별 Tag에 대해 알람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된 알람이 발생되면 Viewer의 알람 
모니터링 화면에 보여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메일 또는 SMS를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 알람 모니터링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Copyright 2017. ECMin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68 

3.3 알람 모니터링(2/2) 

 알람 모니터링 화면 

알람 정의 화면을 통해 정의된 알람은 Viewer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알람 내역 조회시 알람 등록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알람 내역 조회 알람 등록 상세 정보 

알람 정의 화면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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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트렌드 분석(1/2) 

 트렌드 분석 화면 : Tag별 chart(Default) 

트렌드 분석 화면에서는 Tag별로 관리되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실제값과 같이 화면에 표시하여 Tag값의 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Tag 상한선 

Tag 상한선 

Tag 하한선 

Tag 하한선 

시점별 값을 제공(툴팁)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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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트렌드 분석(2/2) 

 트렌드 분석 화면 : Multi-axes chart 

개별 Tag 분석을 위한 트렌드 차트의 종류로는 Tag별로 x축과 y축을 생성(Default)하는 기능, 한쌍의 x, y축에 여러 
Tag를 표현(Multi-Series)하는 기능, 하나의 x축에 Tag별로 y축을 생성(Multi-axes)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Multi-axes chart : Tag별 y축을 생성하여 Tag 비교 분석 시 업무 효율을 높임 

시점별 값을 제공(툴팁)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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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PC 분석 

 SPC 분석 화면 

SPC 차트에서는 7가지 관리도(I, XBar-R, XBar-S, I-MR, MA, EWMA, CUSUM)를 제공하며 SPC 차트 화면은 선택된 
Tag에 대한 데이터값, 통계값, 관리도, 데이터 분포도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데이터값 

통계값 

관리도 데이터 분포도 

IV. ECMinerIMS™ 소개 
3.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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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예측 및 이상 조기감지 

 상시적, 지속적 미래 예측을 통한 대응 체계 마련 

 이상 조기감지로 신속대응 및 장애시간 제로화 

알람 모니터링 및 이상 원인 인자 규명 

 조업자 주관적 조치에서 사례 데이터 기반 조치의 객관화 

 이상 조치정보 제공 및 조치 이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상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품질,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이상 조치 비용 절약(이상 조치 시간, 불량 생산에 따른 비용 등) 

업무 효율 향상 

4. 기대효과 
IV. ECMinerIMS™ 소개 



성공적인 빅데이터 경진대회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 

(주)이씨마이너 



CONTENTS 

1. 이씨마이너 ‘빅데이터 경진대회’ 프로그램 

2. 성공적 빅데이터 요소 

3. Citizen Data Science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4.1 해군 군수사령부 

    4.2 롯데케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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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마이너는 데이터 활용을 원하시는 고객사에게 분석 교육과 분석 SW( ECMiner™)을 지원하여,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1. 이씨마이너 ‘빅데이터 경진대회’ 프로그램 

고객사 

• 분석교육 지원 

• 분석SW(ECMiner™) 지원 

‘빅데이터 경진대회 실시’ 

• 경진대회 기간: 3~6개월 소요 

• 빅데이터 분석환경 마련 

• 빅데이터 경진대회 TFT 구성 

• 빅데이터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품질향상, 에너지절감,  

생산량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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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차 빅데이터 경진대회 

• 2016년 이후 SW 도입 후 매년 진행. 

• 롯데케미컬의 사례를 따라  

2017년 1차 빅데이터 경진대회 진행중 

• 전지사업부 2016년 ECMiner™을 활용한 

데이터과학자 120명 양성 

• 대산 NCC공장: 빅데이터 경진대회(3월 예정) 

 

• 해군 군수사령부, 해군 정비창에서 1차  

2016년 11월 1일 빅데이터 경진대회 진행 

• 2017년 2차 빅데이터 경진대회 진행예정. 

㈜이씨마이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군, 산업체, 학교 등에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1. 이씨마이너 ‘빅데이터 경진대회’ 프로그램 : 적용 현황 

• 빅데이터 교육 진행. 

• 경진대회 준비 중 

• 육군훈련소 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

터 경진대회(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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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빅데이터 경진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1) 분석관점으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 2) 사용하기 쉬운 분석SW, 

그리고 3) 통계/마이닝을 이해하는 현업담당자가 요구됨. 

 

 

2. 성공적인 빅데이터 요소 

데이터 과학자 

• 사용자가 다루기 쉬운 분석Tool 

• 통계/데이터마이닝/가시화 

• 업종지식 + 통계/마이닝 

• 데이터수집/저장/관리 

• 분석관점으로 저장된 데이터 

예)개별제품품질과 생산조건을 연계하여 

품질불량 원인규명  

= 엔지니어 
(현업담당자) 

분석툴 데이터 데이터  
추출/저장 

사용자 
편리성 

데이터 조회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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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Big Data는 Gartner Group의 기술에서 제외되었으며, 머신러닝, 고급분석, 시민 데이터과학으로 

대체됨. 머신러닝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컴퓨팅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직접 시행하는 고급 분석과 시민 

데이터 과학은 빅데이터 사용자들을 일부 전문가급에서 업무 담당자 층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함. 

시민 데이터 과학 

 Big Data의 진화와 시민 데이터 과학(2015) 출현 

3. Citizen Data Science(2015) 

출처: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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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수사령부에서는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사령부 내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함. 

㈜이씨마이너는 빅데이터 분석SW 공급과 교육을 지원하여 군수사령부 내 인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지원함. 

 해군 군수사령부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진행경과 

2016.07.19~20  
빅데이터 교육 & 경진대회 
 해군 정비창장 박치욱준장 

4.1 해군 군수사령부 빅데이터 경진대회(1/3)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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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과제명 진행처 

1 중압공기압축기 수리부속 소요산정 모델 정립             최우수상 수상 정비창 

2 예상 부하율과 실제 부하율 편차 최소화를 위한 표준인시 재산정 정비창 

3 함정 ICAS 데이터 분석·함정정비 적용 가능성 검토 정비창 

4 페인트 과거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한 분할 납품량 산정 군수사령부 

5 피복사이즈 예측 군수사령부 

6 재고 수불 데이터를 활용한 창고 진열 최적화 및 재고 연관성 분석 군수사령부 

7 CSP 품목 소요량 예측(유도탄) 군수사령부 

8 선체 쇠모율(선체 부식) 예측 함정기술연구소 

 추진 내용 

해군 군수사령부와 정비창에서 주제를 발굴하여 분석 경진대회를 진행함. ㈜이씨마이너는 교육과 진행상 발생한 

Issue 사항들에 대해 자문함.   

4.1 해군 군수사령부 빅데이터 경진대회(2/3)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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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군수사령부 빅데이터 경진대회 보도자료(국방일보) 

4.1 해군 군수사령부 빅데이터 경진대회(3/3)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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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대회 개요 

롯데케미컬은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혁신을 이루고자 함. ㈜이씨마이너는 빅데이터 SW 및 빅데이터 교육을 지원하여 업무혁신의 성과를 도출함.  

4.2 롯데케미컬 빅데이터 경진대회(1/3) 

엔지니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부서별 핵심 현안 해결 

다수의 과제에서 수익 창출 

‘품질향상, 에너지절감, 생산성향상’ 

엔지니어 

수행 과제 

전사 BP 혁신대회 

•  ECMiner™ 교육 

- 기초교육: 60명 

- 심화교육: 10명 

-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  시범 과제 수행 

•  총괄공장장 주관  

•  TFT 구성 및 PM 선정 

•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  부서별 핵심 현안 40여 개 도출 

이씨마이너 

•  과제 발굴 및 해결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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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대상 교육 일정 주요 교육 내용 비고 

기본 교육 
대산 공장 실무자 

(20명) 
07.07~07.09 

 제조 분야 데이터 마이닝 활용 사례 
 ECMiner™  사용법 
 데이터 전처리, 탐색적 분석 및 모델링 

교육 

기본 교육 
여수 공장 실무자 

(40명) 
07.14~07.17 

 제조 분야 데이터 마이닝 활용 사례 
 ECMiner™  사용법 
 데이터 전처리, 탐색적 분석 및 모델링 

교육 

심화 교육 
대산/여수 공장 
기본교육 이수자 

(7명) 
09.09~09.11 

 실데이터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실습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 

교육 

빅데이터 경진대회 
기술 지원 

여수 공장 참가자 10.26~10.28 
 엔지니어 40명이 40개 주제 발굴 
 분석 방향에 따른 적정 알고리즘 선택 방법 
 모델링 적용 방법 

기술 지원 

분석 활용 교육 대산/여수 담당자 12월 
 프로젝트에서 수행했던 분석방법 교육 
 프로젝트 결과 활용 방법 교육 

교육 

 추진 전략 

㈜이씨마이너는 롯데케미컬의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위해 분석 SW인 ECMiner™ 와 분석교육을 지원함. 또한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행 중 분석된 결과에 대해 기술지원함. 생산공정 현장에서 가장 빈번이 요구되는 불량원인 

분석, 최적운전조건 도출을 위해 공정 데이터를 이용한 Best Practice를 수행하여 품질고도화를 위한 사고력 배양. 

 빅데이터 경진대회 경과(2015년) 

4.2 롯데케미컬 빅데이터 경진대회(2/3)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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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결과 

공정 별 주요 이슈사항을 분석주제로 삼아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진행함. 주요 과제에 대해 기대효과를 나타냄.  

4.2 롯데케미컬 빅데이터 경진대회(3/3) 

주요 과제 기대 효과 

Big data를 활용한 Caustic  
사용량 최적화 

 Caustic 주입량 감소로 인한 원가절감→ 연간 절감액 : 7백만원 (22kg/hr 절감) 
 반응 후 Caustic 농도 Min 상향 운전으로 공정 안정화 (0.xx → 1.xxwt%) 

EG공장 CO2 제거 공정 최적화 
회분식반응기 Golden Batch 구현 

Batch 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반응온도, 반응압력, Vapor Zone 압력, EO Feed rate 간의 통계적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한 Batch 운전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  
→ 1.2 배치/일 생산량 증가(년 43억원) 

PE공정 물성예측 시스템 구축 
 물성예측 활용 정품 전환 시기 30분 단축 (연간 8.8백톤 → 4.4천만원/년 절감) 
 물성 Data 검증으로 분석 신뢰도 및 정밀도 향상  
 품질편차 감소 및 공정지수 향상으로 품질 안정화 

납사 Feed 조성 예측 
 On-line용 생산 Yield 예측 모델 

 운전 최적화를 통한 생산 효율 증대 
 납사 전략적 구매 시 활용 

PP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MI 물성 예측시스템 구축 

 D-PP2 공장 MI 품질 편차 개선 
 D-PP2 공장 격외품 수량 감소 

4.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례 



㈜이씨마이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1 상준빌딩 3층 
Tel  02-552-5266 
Fax  02-566-0768 

URL - http://www.ecmi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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