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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dient는 관찰만으로 스스로 학습하며 

예상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습득하는 보다 진화된 머신러닝 솔루션이다. 

Graydient의 주변 상황 변화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방식은 기존의 규칙(모델링) 

기반 접근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확장 규모와 정확도를 제공한다. Graydient는 계속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여러 센서 타입의 많은 데이터로부터 조치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이 특허된 자가학습 융합 데이터 플랫폼은 미리 설정한 룰, 모델,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 없이 안전, 보안, 그리고 운영의 효율을 위해 실시간 이해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GRAYDIENT-S

위험을 줄이고 자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SCADA를 위한 강력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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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발전소

• 재활용 시설

 • 석유 및 가스

• 대중교통 시설

• 상하수도 시설

• 빌딩/건물: HVAC 등

적 용 분 야

• 제조 시설

• 에너지 시설

• 식음료 생산 시설



Graydient-S 주요 이점

SCADA을 위한 Graydient-S

• 최적화된 생산 관리     : 장비의 중지 및 손실 이슈 예방

• 향상된 연동 관리      : 상태 기반 실시간 관리의 향상

• 운영자 가시성           : 센서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간 정보 제공

• 사전 이상 감지          : 운영의 확대 알람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상 현상을 경보한다.

• 우수한 사전 모니터링  : 장비 고장의 사전 지시가 될 수 있는 정상 범위 내의 작은 이상 감지

SCADA를 위한 Graydient-S는 정보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 빠르게 변화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SCADA 운영에 새로운 수준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Graydient는 여러 센서들의 복합적인 그룹에서 이상 

현상들을 인식하고 데이터 스트림 내의 미묘하고 자주 지나치는 일시적 이상을 감지하여 임박한 잘못된 

상태의 조기 지시자로 동작하며 운영자가 조사 및 조치를 위한 관련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프로세스와 장비 고장, 그 외 안전 이슈를 줄이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자들에게 

사전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 리모트와 지리적으로 분산된 장소들의 수 만대의 센서까지 확장되는 24시간 

실시간 분석과 경보를 제공하며 조직의 기존 HMI와 연동을 위한 Software Development Kit (SDK)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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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Specifications

CPU 소켓수

프로세서

소켓당 물리적 코어수

CPU 클럭 속도 (GHz)

메모리 (GB)

스토리지 (T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VIDIA GPU 모델

GPU 코어수 /GPU

  GPU 메모리 /GPU  

참조 : Hyperthreaded INTEL 프로세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