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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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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디바이스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원격지에서 셀 단위,

라인단위, 공장단위로

통합관리 가능

SIEMENS, FANUC, MITSUBISHI, 

LS산전 등의 PLC드라이버 

내장되어 별도의 OPC 

구입 비용 절감

LTE, WIFI, Ethernet, 

Zigbee, Bluetooth 등 

다양한 통신 방법 지원

PLC, CNC, Sensor,

DI/DO, AI/AO 등 

다양한 데이터 통합 수집 가능

외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및 고객사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

원격 통합 관리 PLC 드라이버 내장 다양한 네트워크 이기종 데이터 통합 자체개발 프로토콜

특징 및 기대효과

RS-232/485

Ethernet

PLC, CNC, SENSOR, DI/DO, AI/AO, RFID

Active Blackbox M800

ABB Platform - Cloud

상위시스템 연계

데이터 수집, 저장, 웹서비스 엣지디바이스

다양한 디바이스 및 시스템 연계 가능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 통합 분석

ERP, PLM, WMS etc.



SOFTWARE
DATA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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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통합관리 솔루션

설비의 종합현황(목표, 투입량, 

생산량, 생산율) 및 알람, 호출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위젯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생산, 품질 현황 관리

설비 이상이나 ABB의 데이터

 수집 이상 발생 시 스마트폰,

 웹 푸시 알람 전송 및 알람 발생 

이력에 대한 리포팅 제공

생산량, 불량률, 

설비 수명관리 등 

KPI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 분석 자료 제공

자체 내장 DB와 클라우드서버 

DB로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시에도 데이터 

누락 없이 복구 가능

대시보드 알람 및 리포팅 통계 / 분석자료 제공 DB 이중화 구성

특징 및 기대효과

Ethernet (TCP/UDP)

MITSUBISHI
SIEMENS
FANUC
LS산전
Etc.

ABB

상태 공구 품질 소재추적 호출 에너지

설비효율 예방보전 소모품 알람 현황판

상위 업체와 연결

End of line

ABB Manager
PLC 데이터 맵 설정, DB 관리 프로그램

자체개발 PLC 드라이버 내장, 별도의 Driver 없이 데이터 수집 가능

ABB Launcher
DAEMON 상태 모니터링

ABB DAEMON
데이터 수집 및 DB 전송

Database

WEB

DB 이중화  데이터 손실 無

PLC 데이터 맵에 의해 수집된 PLC 데이터를 DB 데이터로 변환

응용 프로그램

PLC Driver

ABB Manager

무선센서 Manager



Active BlackBox M800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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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성도

연결가능센서 [스마트 센서 추가 시]

HDMI

COM

12V

자체 보안 프로토콜과 암호화 알고리즘인 AES128과 Hidden SSID, MAC Address인증 등을 통한 

서비스 운영으로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시스템기능

제공서비스

정보조회

고객사 타이아

초기 운영환경 설정

Cloud 기반Cloud 기반

에너지관리

업그레이드 사용자교육 기술지원

멀티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실시간 모니터링)

운영관리

소모품관리

설비수명관리

툴관리

물류, 소재추적생산, 품질관리

SSL 

클라우드와 자체 서버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ABB-M800은 내부에 제어장치(PLC, CNC, Drive) 

통신 드라이버 내장, 데이터 베이스 내장, Web 

Active FMS가 내장되어서 별도의 서버 없이 공장 

또는 회사 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조회 가능합니다.

* 제어장치(장비) 8대 이하 연결 가능

PLC 데이터 수집 장치

온도센서 습도센서 지자기센서 조도센서 음향센서 자이로센서 압력센서 가속도센서



제안
합리적인 구축 비용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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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취약한 정보시스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민관 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
스마트공장, 생산현장 디지털화 구축 시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사업비 지원
최대 5,000만원(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예정

HARDWARE SOFTWARE Engineering

솔루션공급기업[타이아]

자동화·디지털화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스마트 솔루션 ERP, MES, SCM ···공급

수요기업[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구현

정부기관

정부지원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 추진단

 ···

· 검사 기록지에 수기 작성, 파일 관리

· 기록 시 오입력 누락문제, 문서 보관 어려움

· 품질 검사 전산화로 검사 내용 즉각 등록

· 불량정보 파악 용이, 빠른 대응책 마련

· 품목 코드 비통일

· 생산, 불량, A/S 등 재고 데이터 수기 관리

·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품목 입출고 관리

· 재고 데이터 정확성, 품목 유실률 감소

· 전량 수기로 관리, 오입력 및 누락문제

· 소재 정추적, 역추적 어려움

· 작업자가 바코드 리더기로 소재 입력

· 소재 이력관리, 추적관리를 통한 관리

품질검사관리

재고관리

소재추적 

기능 도입 전 도입 후



SW모듈구성
기본제공 모듈 [생산, 상태, 알람]

옵션 모듈 [모듈 단위로 선택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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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생산, 상태, 알람에 대한 정보는 기본 모듈로 ABB-M800에 내장되어있습니다.

[Active TIA Machine(장비가 8대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생산관리, 툴관리, 품질관리, 소재추적, 호출관리, 에너지관리, 설비종합효율, 예지보전, 소모품관리

설비수명관리, 안전관리, 현황판 중 선택하여 구축 가능합니다. 

현황판[ABB-S200D 옵션 선택 시]

장비 상태, 생산량, 알람 내역, 툴 정보 등 전반적인 작업 
정보 확인 가능

실시간으로 설비의 가동 상태, 고장, 알람, 정보 확인

공장의 실시간 설비 상태를 확인 가능하며, 설비를 
클릭하면 상세 상태 및 내역 확인 가능

설비의 생산량, 생산내역, 기종별 생산 주기 확인 가능

전력 사용 이력 및 선택한 두 곳의 전력 사용 내역 비교 공장 내 가동 상태, 알람, 가동률, 생산량 등의 정보를 
현황판을 통해 실시간 알림

품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 품질을 확보, 실시간으로 
품질 측정 데이터, 결과, 불량품 정보 등을 확인

시리얼 선택 시 가공중이거나 가공이 완료된 소재가 통과한 
설비를 추적 가능

상태관리[라인 모니터] 생산관리[생산량]

품질관리 및 분석[설비별 측정 이력]

설비 종합 현황[생산, 상태, 알람] 설비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전력계통도]

소재추적[라인IN/OUT ID 추적]



스마트팩토리
구축효과

도입효과

Active BlackBox[ABB]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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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포스코 ABB-M200Z, ABB-SEN-T200WZ, Active WebCon 납품

· 2017 현대 위아 충남 서산 공장 ABB-M200, ABB-M400 구축

· 2017 기아자동차 화성 누우 10만 엔진 공장 ABB-M200, ABB-S100 구축

· 2017 현대자동차 울산 감마 엔진 공장 ABB-M200 구축

· 2018 광주 덕성푸드 Active WebCon(온습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 2018 현대자동차 아산 누우+세타3 엔진 공장 ABB-M200, ABB-M800 구축(장비 350대)

· 2018 현대자동차 울산 매암 누우+세타3 엔진 공장  ABB-M200,  ABB-M800(장비 60대)

· 2018 기아자동차 화성 누우 30만 엔진 공장 ABB-M800 구축(장비 300대)

· 2018 기아자동차 화성 세타3 엔진공장 ABB-M800 구축(장비 300대)

· 설비 및 데이터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으로 능률 향상

· 상·하위 업체에게 생산 정보 전송

생산측면

· 원가 집계 및 분석을 통한 원가 절감

· 공정 소요시간, 불량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 불량 예방 설계를 통한 품질의식 함양

· 품질보증 시스템 확립으로 저비용 고효율 장착

· 상위 업체에게 품질정보 전송

· 고객 만족도(품질, 납기) 및 신뢰도 향상

· 공장 실시간 분석 및 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 생산

향상요소

절감요소
생산주기 단축

45%
입력시간 단축

75%
리드타임 향상

32%
제품품질 향상

32%

불량품질 감소

17%
서류업무 감소

56%

품질측면

원가측면 매출측면



타이아㈜
62249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27 신창타워 8층 (8 Sinchang tower 127, Sinchang-ro, Gwangsan-gu, Gwang-ju, KOREA, 62249)

TEL. 062-973-0782    FAX. 062-974-0782   MAIL. tiasolution@tiasolution.net

Copyright @2018 TIA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액티브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장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  10-1730450 호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공장 설비 관리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10-1730451 호

관제서버를 이용한 생산현장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 10 - 1781164 호

위치 기반 서비스와 안돈(ANDON)을 이용한 생산관리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 10-1865773 호

생산현장의 위협요소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 10-1884267 호

무선통신 기반의 제어장치를 이용한 송전철탑 지진감지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 10-1884268 호

www.tiasolution.net  ｜  www.industry4mall.com  ｜  www.industry40.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