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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는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에서 발행한 White paper를 번역 발간한 것입니다.

•  본 한국어번역본의 저작권은 IEC 에 귀속됩니다. IEC 는 한국어 번역에 대한 오역, 오류 등 으로 인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번역의 책임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있습니다.

•  번역 및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력연구원 R&D사업팀 (042-865-5134) 에 연락 바랍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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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미국 Forbes紙 선정 “글로벌 2000” 에서 한전은 종합순위 97위, 전력 유틸리

티 분야 1위를 달성했습니다. 프랑스의 EDF, 독일의 E.ON 등 유럽의 메이저 전력회사가 

독차지해 온 전력분야 최고 순위를 한전이 아시아권 전력회사로서 사상 처음으로 1위를 기

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전이 글로벌 리딩(leading) 전력회사로 대외에서 당당히 인

정받은 것입니다. 

한전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영광스러

운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전력기술의 성장과 선진화,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야하는 한전인으로서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느꼈습니다. 본 IEC 백서의 국문본 번역작업

은 이러한 전력산업의 선도자라는 사명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계 

및 산업계의 석학과 경영진이 모여 전력산업의 미래기술 트렌드를 예견하고 급격히 변하

고 있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편찬한 IEC 백서를 국내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보이

지 않는 곳에서 항상 불을 밝히고 계신 많은 전력인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전자 표준위원회)는 전기 및 전자기술 분

야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를 국제협력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

고자 1906년에 발족한 비정부간 국제 표준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EC 표준 

발행은 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IEC 백서(White Paper)는 IEC 산하 시장전략 위원

회(Market Strategy Board)가 주요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시장 활동 및 요구 기

술을 분석한 것으로 총 8개의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부합하기 위한 IEC

의 역할, 전기에너지 저장장치(EES),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 및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용, 재해복구를 대비한 마이크로그리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인

프라의 조화로운 구성, IoT용 무선센서 네트워크, 미래 공장, 전력계통의 전략적 자산관리 

등이 그것입니다. IEC 백서 국문본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의 미래 상(像)을 구현하여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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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전력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발굴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신재생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IoT 기반의 무선센서 네트워

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전기요금에 따라 경제적인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고, 심야에 충

전된 전기자동차로 출퇴근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으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자유롭

게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사용 고객은 단순한 전기사용자에서 전기사용 및 발전설

비 운영자, 계통활용자로서 복잡하고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슈머로 재탄

생 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구현된 스마트 시티에서 살게 될 것입니

다. 이러한 미래의 청사진이 하나하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개별 요소기술 간

의 조화로운 균형과 융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는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력산업은 정책 수립, 기초연구, 현안연구, 실증 및 사

업화에 이르는 단계의 유기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가치사슬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전력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전력산업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본 백

서 번역본을 배포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어 번역본 발간을 흔쾌히 승낙해 준 IEC 중앙사무국과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 표준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백서 번역에 동참해 준 전력연구원 각 

분야 연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원장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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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제조는 원재료를 물리적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분할

된 통신 프로토콜 및 자동화 사례를 관리하는데 있어 공장은 제조가 이루어지는 구조

에 해당한다. 오늘날, 기술과 지속가능성, 최적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필

요성 등이 다시 한 번 제조업계로 하여금 적응성과 완전한 연결성을 갖추고 전력 품질

까지 스스로 파악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내 가치사슬의 세계화를 특

징으로 하며, 경쟁 우위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및 종합 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추세는 산업용 이더넷 및 산업용 무선 통신에

서 개선된 IT 솔루션 통신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자동화에 사이버물

리시스템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및 물리적 요소, 기기연결

성등의 결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각각 분리 되어있던 단위업무의 집합에서 접합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통합된 복합 시스템(System of systems, SoS)으로 제조공정이 

변화시키고 있는 IT의 변화를 미래공장(factory of the future, FoF)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 자동화 시스템 보유의 장점은 굉장히 신속하게 인지되었다. 20세기 

후반, IT의 급격한 발전 덕분에 엔지니어들은 지속적으로 더 정교한 제어 시스템을 개

발하고 공장의 제조 공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화 개발로 급

격한 변화를 겪은 좋은 예다. 식품 업계와 제약 및 기타 제조업체도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양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종

종 조립 공정 전체에 걸쳐 더 높은 최종 품질과 신뢰성 확보로 이어져, 그 혜택이 고객

에게 돌아가고는 했다.

미래 공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를 상호연결하는 것이다. 제조현

장에서는 여러 부문, 계층, 지리적 경계, 가치사슬,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걸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인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기술

이 전세계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한 표준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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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Internet of Things)의 표준은 산업 자동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IoT 표준화에 관련

된, 여기에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술들이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경쟁 중이

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 잡기 위해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술과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

재 모두에 투자해야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장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자 안전과 데이터 보안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 공장은 어떤 모습이며,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본 

백서는 전 세계 미래 공장에 관한 잠재적인 요구와 이점, 개념 및 전제 조건을 평가하

고, 관련 기술의 사업 추세와 시장 준비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2장에서는 현재 제조환경 및 수 세기 동안에 걸친 제조환경의 발전에 대해 검토한

다. 다중 양방향 가치사슬을 보유했을 때의 이점은 조직 경계 간의 정보 최적화 지원

이 주는 이점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3장은 제조 패러다임에 관한 간단한 역사적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제조 정

책의 다양한 지역별 개념과 기반 기술, 전제 조건과 제조 부문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한다.

4장은 미래 공장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검토한다. 필요한 기술의 이행 

방법뿐만 아니라, 기술 과제와 전제 조건도 여기에서 같이 살펴본다. 많은 것들이 예

측되고 있지만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장은 신기술 채택과 시장이 준비되기 위한 선결 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다.

6장은 기반 기술과 구체적인 관련 과제를 고려하여 미래 구조를 예측하고,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찰한다.

7장은 미래 공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데이터, 작업자, 기술 및 표준에 대한 권장 사

항 목록을 다루며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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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IEC 시장전략이사회(Market Strategy Board, MSB)의 미래공장프로젝트 

팀이 작성했으며, 프로젝트 파트너인 Fraunhofer Institute for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Automation IPA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프로젝트 팀은 2014년 

10월 클리블랜드, 2015년 1월 슈투트가르트, 2015년 4월 피츠버그에서 총 3회 만났

으며 수차례 온라인 전화 회의를 실시했다.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Mr. Daryll Fogal, 프로젝터 리더, IEC MSB 멤버, Tyco International

Ms. Ursula Rauschecker, 프로젝트 파트너 리더, Fraunhofer IPA

Mr. Peter Lanctot, 프로젝트 관리자, IEC

Mr. Andreas Bildstein, Fraunhofer IPA

Mr. Mark Burhop, Siemens

Dr. Arquimedes Canedo, Siemens

Mr. Kai Cui, Haier Group

Mr. Teruaki Ito, Mitsubishi Electric

Mr. Benoit Jacquemin, Schneider Electric

Mr. Kevin J. Lippert, Eaton Corporation

Mr. Andy Macaleer, SAP

Mr. Alec McMillan, Rockwell Automation

Dr. Youichi Nonaka, Hitachi

Mr. Noritaka Okuda, Mitsubishi Electric

Mr. Ken Sambu, Mitsubishi Electric

Ms. Veronika Schmid-Lutz, SAP

Mr. Haibo Shi, Shenyang Institute of Automation(중국)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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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Chris G. Walker, Eaton Corporation

Mr. Chunxi Wang, Instrumentation Technology and Economy Institute(중국)

Mr. Yang Wang, Huawei Technologies 

Ms. Shi Xiaonan, Mitsubishi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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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과학 용어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M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및 미들웨어(application infrastructure and middleware)

AM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VM  적응형 차량 제조 기술(adaptive vehicle make)

BOM  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

CAD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omputer-aided design)

CAx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computer-aided technologies)

CEP  복잡 이벤트 처리(complex event processing)

CNC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CPPS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CPS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DCS  분산 제어 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

EDI  전자 문서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RP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SP  이벤트 스트림 처리(event stream processing)

FoF  미래 공장(factory of the future)

HMI  인간-기기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T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M2M  사물 통신(machine to machine)

M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S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NFC  근거리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약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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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프로그램가능 논리 제어기(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QMS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quality management software)

R&D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OI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SCADA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취득(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IM  가입자 인증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oS  복합 시스템(system of systems)

WBS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XaaS  무엇이든 서비스로(anything-as-a-service)

기구, 기관, 회사

AMO  Advanced Manufacturing Office

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MSB  (IEC 산하)Market Strategy Board

NCOIC  Network Centric Operations Industry Consortium

SMLC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

VDMA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German Engineering 

Association)

ZVEI  Zentralverband Elektrotechnik- und Elektronikindust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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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 실제 세상이 변화하는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원활하게 통합되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산 구성품(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과 물리 구성품을 포괄하는 스

마트 시스템

• IoT(Internet of things) ｜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메워주는 인프라와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 적층 제조 ｜ 3D 인쇄 또는 유사 기술을 통해 가상 모델로부터 제품을 완전 자동화 생산하는 

방식

• 수평 통합 ｜ 서로 다른 생산단계 사이에서 전체 IT 구조로 공급사슬의 통합, 그리고 가치사슬

을 따라 공장 내부와 여러 기업 간의 해당 자원 및 정보 흐름

• 수직 통합 ｜ 생산 및 유통 기술, 사업 수준 사이에서의 정보 통합과 시스템 상호 운용성(센서, 

제어, 생산, 제조, 실행, 생산 기획, 관리 수준)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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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생산환경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사람과 기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게 될까? 작업 환경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의 

공장에서는 작업자는 더욱 복잡해진 공정과 기기 및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환경을 받아

들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작업자와 기기의 공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업 

개념이 필요하다. 즉, 신속성과 적응성이 우수한 지능형 제조 공정이 바로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다. 가치사슬의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가상”과 “실제”의 결합을 

통해 공장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개별 제품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

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제조공장 및 생산시설 대다수는 현재, 적응성을 높이고 완전히 연결해주며 분

석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여러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러

한 새로운 제조 시스템은 바로 미래 공장(factory of the future, FoF)이라는 새로운 산업 혁

명을 불러오고 있다. 제조 시설 내/외부에서 기술 및 현장 장비 사용의 증가와 완전 자동

화로 대표되는 이 모델은 제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산업 혁명으로 시작된 기계

시대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한 다음 데이터뱅크를 통해 순식간에 검색하는 것이 가

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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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진 디지털 시대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공장은 가치사슬에 참가하는 모든 요소의 연결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실시간 가

용성을 보장하고 개별 고객의 수요에 따라 최적의 가치사슬 공정을 끌어내는 능력을 제

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과 사물,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적이며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자체조

직화(self-organization) 특성을 갖춘 가치사슬이 발달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은 멀티

벤더(multi-vendor)가 가능하며, 비용, 가용성, 자원소비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조정 

가능하다.

미래 공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주며 다양한 부문, 계층 간 경계 및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의 통합을 요구한다. 미래 공장 구축에는 많은 요인들이 기여

하지만, 합의에 기반한 표준 채택은 이 과정에서 특히 필수적이다.

IEC 국제 표준은 공장 안전과 보안 및 가용성 개선에 도움을 주며, 제품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의 기반을 구성한다. IEC는 기업, 산업,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국제 표준을 준수, 협의,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 1.1 본 백서의 범위 ｜

이 백서는 제조자, 작업자 및 고객이 점차 복잡해지는 공정, 기기 및 구성품 환경을 어

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기술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기계의 협업을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효율 증가, 시장 대응 시간 단축 및 유연성 증대

는 공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즉, 제조기업은 시장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절감하고, 천연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며 제품과 작업자의 안전을 개선

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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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백서는 각 제조 요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생산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복

합 시스템(system of systems, SoS) 접근방식을 미래 공장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한다. 

그 결과로 구현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조 장비의 조직에서는 전체 부가가치 사슬이 

모두 고려되며, 현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조 공정이 결정된다. 하지만 사람이 공정의 

창의적인 기획자이자 감독자 및 의사결정자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글로벌 스마트 공장 시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복합성장률 6%로 증가하여 

2020년이면 총 미화 670억 달러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1. 통신과 자동화, 로봇 공학, 

가상 시뮬레이션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부문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의 생

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사람과 기기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게 되며 우

리의 생각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최근 몇 해 동안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생산 증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생산 

수준을 더욱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제 및 통화 제약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 결과, 계

속 경쟁력을 지키길 원하는 산업화된 국가들은 모든 재료명세서 계산에서 과거에 종종 

간과하던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의 비용을 이제 핵심적 요소로 고려하게 되었다. 제

조에 있어 에너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 통제될 비용 그리고 간접비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로 항상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생산 라인은 작업자가 아무도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 및 주말 기간 중에도 계속 가동된다. 세계 에너지의 약 30~40%를 사용

하는 산업 부문은 급변하는 경제현황에 매우 민감하므로,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및 소비자 압력에 의해 도입된 비용 절감 대책을 준수하

고 있다.

이때, 상호운용성의 향상은 서로 다른 공급자 및 기술에 의해 제공된 부품들이 원활하

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일관된 국제 표준의 수립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

다. 지속적인 공통 표준 개발은 논리를 공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데이터의 의미

를 해석하거나 변환하는 데 소모되는 고비용 없이도 자동화 시스템 사이의 원활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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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흐름을 보장할 것이다. IEC는 조직 및 기업이 효율적으로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도록 공

통 기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제조, Industry 4.0, e-공장, 지능형 제조와 같은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

지만 본 백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의 글로벌 제조에 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백서는 IEC가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통해 전기 공학의 글로벌 이슈 해

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한 시리즈 중 일곱 번째 간행물에 해당한

다. 본 백서는 미래의 전략적 대면을 IEC가 준비할 수 있도록, IEC의 이해관계자 환경에 

관한 분석 및 이해를 담당하는 IEC MSB가 작성하였다.

본 백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미래 공장의 잠재적인 요구 및 이점을 평가

●   가치사슬 등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여러 개념 및 추세 파악

●   핵심 기술 및 그 영향을 검토 및 평가

●    경우에 따라 대치되는 두 요인(시장 준비도 대 기술 성숙도)을 고려하여 제조업의 미래 구조 예측

●   미래 공장을 위한 기술의 광범위한 상용화에 필요한 국제 표준 이용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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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사회의 중요한 부문이며, 시간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도 함께 발전한

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천 년 동안 몇 가지 주요한 사회적 변화는 농업과 산업, 

정보 및 서비스 혁신을 비롯한 인류 발전의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기간에 나타난 광범위한 변화로부터, 제조 수요가 항상 사회의 요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이전이 발생하면 비즈니스 모델과 제조 시스템도 각각 

이에 맞게 적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조 패러다임 또한 수 세기 동안 발달했다. 그림 2-1은 수공업에서 대량생산

까지의 발전을 보여 준다. 즉,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폭넓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

었다. 이후 대량생산에서 다시 고객의 개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전문화 및 다각화된 생

산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는 더욱 효율적이고 고급 기술에 의한 제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단, 제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

다. 제조업은 세계화 및 생산 사슬 중 제조과정 전후 단계의 개발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림 2-2의 스마일 모양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제조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가장 작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되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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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는 부가가치뿐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서도, 가치 부가 전략과 사회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제조 부가가치

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감소하는 현상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임금 국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제조 자동화를 통해 고용 

강도를 줄이고 작업자를 고역량 전문가로 바꾸어 제조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추세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제조 부문에서 이러한 

추세는 작업 환경도 적절하게 변화해야 함을 뜻한다. 예를 들면, 지능형 보조 시스템을 

추가하여 작업자가 창의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이고 스트레스가 강한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작업자간, 또는 전체 제조 시스템과

의 지식 이전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한다. 제품과 시스템, 사업 환경은 점차 복잡

⋮그림 2-1⋮ 생산 방식의 발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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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현재 지니고 있는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지식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추

세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과 제품, 생산환경 관련 지식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업의 능력

은 경쟁력 및 혁신 역량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에서 적절한 IT 시스템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IT 시스템은 그 성

숙도에 따라 가치사슬 전체에서 지식 및 복잡도 관리, 즉, 시각화와 통합 및 연결, 생산 시

스템의 지능형 분석을 통한 여러 조직 단위에 걸친 생산 부가가치 활동에 기여한다.

오늘날,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다중적 가치사슬의 인식과 통합 없이는 기업이 생존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든 공급자 및 고객은 기업이 여러 사슬에서 연결

점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여기서 기업은 반드시 전 세계

적 관점에서 해당 사슬을 보아야만 한다.

또한, 여러 가치사슬을 다루면서 기업의 가치 사슬이 사업 성공의 초석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핵심 경쟁력을 판단하고, 효과적인 아웃소싱을 이행하며 벤치마크 비

⋮그림 2-2⋮ 생산 업계 내 부가가치의 스마일 모양 곡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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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및 우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다양성 및 기술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가시성, 협

력, 합성, 속도의 측면에서 공급사슬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생산 생태계에서 가치사슬은 양방향이어야 하며, 모든 연결점이 제품뿐만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조직간 경계의 제약을 넘어 공급사슬 및 생산 공정

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파트너 사이의 정보 경계선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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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조 방식은 빠른 통합과 피드백 및 제어 루프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환경과 디

지털 환경의 원활한 통합을 향해 움직이는 추세다. 글로벌 정보 회사 IHS의 선임 기술 분

석가 마크 왓슨(Mark Wat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독형 공장은 이미 클라우드 컴

퓨팅 및 IoT를 통해서 광범위한 산업 인프라를 통합하여 다른 공장 사이트와도 소통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은 최종제품의 개별화와 자원 배분 최적화뿐만 아니라 구성과 조합, 생

산의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 사이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제어기기 

및 사이트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생태계다.”4

이러한 개념은 전체 제품과 생산 사이클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분산 제조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결은 미래 공장 구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예를 들면, 생산 기기와 제품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태의 의사 결정을 도우며, 서로 잘 연결되어 광범위한 자체

조직화가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생산 기기를 통합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미래 공장, 

관련 사업 모델 및 기술에 연관된 이러한 새로운 제조 개념은 다음 각 세부 단원에서 검

토한다.

3장 

미래 공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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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개방형 가치사슬 ｜

개인화 제품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수명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

화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치사슬 시스템은 적응성, 민첩성, 탄력성을 

더욱 높이고 자본 비용에 따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폭넓은 고객 기반에 투자를 분산할 수 있는 유연한 기기를 제공해

야만 한다.  또한, 기기들이 가치사슬에 유연하게 통합되도록 하여 가치사슬을 모듈화해

야 한다.

이는 구매자-공급자간의 상호작용을 매우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전환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거래특정투자를 제한한다5. 대규모 자본 비용의 투자,  수십 년의 경험 축적, 기

술 및 자본집약적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필요한 확고한 명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가

치 사슬 모듈화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어 준다6.

IT 발전 및 유통업에서의 IT 혁신 적용을 통해 거의 실시간 수치 시뮬레이션과 가치 사

슬 기획 및 실행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는 고객 문의, 설계 

작업, 생산, 유통, 설치, 활용, 유지보수로부터 취합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 및 가치 사슬 

구조, 제품 사양, 제품 디자인 모델 및 공정 매개변수와 작업 데이터 등 엔지니어링 데이

터를 나타내는 재료명세서(BOM) 및 작업분할구조(WBS)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그 결과, 기기 및 IT 시스템이 향후 자체적으로 최선의 방식을 결정할 것이므로 제조 공

정, 생산 경로 및 자원 관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가치사슬

은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울 적절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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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유연한 생산 ｜

가치사슬 전체가 더욱 유연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일 생산 시스템도 급변하는 고

객 요구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림 3-1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제조 시스

템이 제공해야만 하는 유연성의 종류를 개략적으로 보여 준다.

개별 제품의 사양은 해당 설비로 배포될 생산 계획, 작업 지시사항, 기기 설정사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미래 공장에서 이 공정은 관련 설계 및 제조 실행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능형 매핑 메커니즘을 통해 제품 사양을 기초로 해당 제조 설정을 조절하는 적절한 IT 

인터페이스 및 기획 도구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단, 모든 변경 사항을 재료 또는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이행할 수는 없다. 일부의 경우, 

기기 재설정도 필요하다. 이때 제조 장비의 설치, 구성, 가동 및 생산력 증대에 필요한 노

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기, 전기 및 IT 인터페이스와 가상 가동 기법을 활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품 구성을 평가, 개선하려면, 매장에서 받은 실제 및 최신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 데이

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 공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한 분석 모델이 제조 시스템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게 하는, 다양한 센서 시

스템을 통합해야 한다.

｜ 3.3 인간중심 제조 ｜

IT 시스템은 작업자와 작업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미래 공장에 제시한다. 그림 

3-2는 사람과 공장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

과거에는 사람과 공장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공장에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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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제조 일정이 작성되었고, 작업자가 모였다. 작업자는 제조 일정에 맞추어 자

신의 일정을 조정했고 개인 일정과 경우에 따라 건강까지 희생했다. 또한, 생산성은 공장

의 정책에 작업자가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과거의 사람-공장 관계에서는 제조 지식이 공장 내부에 축적되었다. 따라서 취

득한 지식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기 어려웠고, 제조 유연성은 이러한 국부적인 지식 축적

으로 인해 제약을 받아 기업 생산성 둔화로 이어졌다.

미래의 사람과 공장 사이의 관계는 작업-시간 일정의 동적 조정을 지원하는 고급 IT 기

술 활용을 통해, 더 유연성을 갖추고 개인 일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플랫폼 간 지식 공유가 향상되며 데이터 저장, 시맨틱 기술(semantic technology) 및 작업

자가 회사의 경험을 병합 및 분석하는 능력 덕분에 학습 사이클이 단축된다. 게다가 스

마트 로봇 공학 기술은 생산 중 인체공학적 개선에 기여하여 작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

고, 부하집약적이며 반복적인 업무 수행을 도와 작업자가 지식집약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객별 또는 고객주도 제품 설계 및 공동 혁신 사이클을 가속시킬 

유연성 종류 설명

생산량 기업이 경제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출 수준 범위

제품/변형하는 시스템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신형 설계 제품을 설계하여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는 속도

시장(위치/시간)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의 능력

배송 배송 요청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능력

공정 대규모 설치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부품의 수

자동화 제조 기술의 자동화(전산화)에 포함된 유연성 정도

⋮그림 3-1⋮ 제조 유연성 종류(발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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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통합 또한 제조에서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 3.4 사업 모델 ｜

제조 부문에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채택이 점차 증가함

에 따라, 제품이 보다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사업 모델

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서로 다른 기술 및 전문성을 가지고 신기

술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림 3-2⋮ 과거 및 미래에서 인간과 공장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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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하는 신기술의 예로 마이크로 팩토리를 들 수 있다. 

마이크로 팩토리는 비용 및 자원 절감의 장점을 가지면서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고정밀

도 소형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창출하기 위해 계측, 재료 취급 및 조립과 통합된 미니

어처 단위 또는 하이브리드 공정의 창출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특히 일본은 많은 마이크로 팩토리 활동을 추진하는 중이

다. 일본의 기계적 도구 및 기계 기술을 극소화한 미세전자시스템 (MEMS)이 전기 구성

품 생산, 유체 기기, 건축 구성품 생산 및 반도체 포장에서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재촉

하고 있다.

마이크로 팩토리의 주요 이점은 비용 효율성, 유연한 생산 솔루션 및 생산 과정의 용이

한 관리, 향상된 생산 속도, 인적 자원 육성이다. 이어지는 하위 단원에서는 생산 디지털

화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일부의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3.4.1 크라우드소싱

크라우드소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 작업이다. 그림 3-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장 운영에 있어서 고객이나 공장 작업자가 크라우드소싱 서비스 사

이트에서 엔지니어링 지원, 임시 인적 자원 채용, 부품 및 시설 구매와 같은 주문 조건들

을 공개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구성원이 견적을 포함한 주문 이행 계획을 

제안하며 해당 계획을 고객 또는 공장 작업자가 만족하면 채택이 이뤄진다.

크라우드소싱이라는 용어는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아웃소싱 두 단어를 조합한 것

으로, 아이디어와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전통적으로 명시된 직원, 계약자 또는 공급자로

부터가 아니라 대규모의 협력 그룹을 이루는 참가자들로부터 얻는 것을 뜻한다. 즉, 크라

우드소싱 활용의 핵심 동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관리가 아니라, 서로

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력에 있으므로 새로운 도구의 적용 분야에 대한 관리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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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선두 제조업체들이 크라우드소싱을 지지하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의 동기는 3D 인쇄 및 기타 제작 기술로 전면으로 나선 DIY(do-it-yourself) 커뮤

니티 및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특히 (소규모) 기업가 정신의 원천인 메이커 운동

(maker movement)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단, 크라우드소싱이 제조 부문의 주류 공정이 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만 한다. EU가 파악한 3가지 장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제조 솔루션

을 채택하는 조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인지도, 지적 재산권 이슈, 설계공유 기

술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8.

크라우드소싱 원리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 및 플랫폼의 예로, 전통적인 개발 과정보

다 약 5배 빠른 속도인 18개월이라는 기간 내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생산된 첫번째 차량을 

제조한 Local Motors9, 또는 복합 방어 시스템 및 차량의 설계, 인증 및 제조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창안을 시도한 DARPA의 적응형 차량 제조(AVM)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10.

1) 기업 외부의 인재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 달성

2) 아이디어 및 개발 단계 중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개념

을 조사

3) 고객 요구를 더 잘 반영한 신제품 설계

4) 잠재 고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여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의 설계와 개

념을 미세 조정

5)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을 위해 신제품 또는 프로토타입 생산을 목적으로 제

조업체들을 유연하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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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무엇이든 서비스로

크라우드소싱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게 최근 서비스 지향성도 제조 부문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비스는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하여 실제 수요에 기초

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 생태계에 서

비스 지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무엇이든 서비스로(XaaS)”의 적용범위

는 크라우드소싱의 경우처럼 제품 설계 및 생산에 머물지 않는다. 

즉, 제품 설계와 제조, 사용, 유지보수, 폐기 또는 재활용을 포함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

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 담당자 이외의 사람 뿐만 아니라 IoT 구성품을 통해

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서비스 지향성은 사업 모델 옵션에 제품-서비스의 통합의 개념을 추가한다. 제

⋮그림 3-3⋮ 크라우드소싱

엔지니어링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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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작업자

작업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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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재료

자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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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서비스의 통합은 산업용 혹은 소비자용 제품에 지능성 및 연결성을 탑재하여 자신의 

제품 지식을 공급하거나 지능형 제품으로부터 추가 지식을 취득함으로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 거래에서 지속적인 관계로 변

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애프터마켓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신규 매출을 창출하거나, 성

능보장형 서비스, (반)자동 제품 유지보수, 혹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품으로 판매하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3.4.3 공생 생태계

크라우드소싱과 XaaS, 그리고 양측에 관련된 심층 통합 및 서비스화에 대해 더 깊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스마트 시티와 같은 제조 생태계에 관련된 다른 부문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그에 따른 

⋮그림 3-4⋮ 공생 생태계

협력형 XaaS 플랫폼

산업 생산

전력계통

도시 환경

공급, 물류, 작업자 

일정 등을 조정

에너지 소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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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통합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생산 시스템과 생산 네트워크 개념 이상으로 인프라 개선이 가능하다.

“공생”은 여러 유형의 생명체가 상호호혜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생물 용어로, 이 개체들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면서 긴밀하

게 사는 것을 말한다. 분산된 공생 시스템은 외부 환경, 구조, 구성 요소의 지속적인 변화

가 불가피함을 받아들여, 환경의 내부 및 외부 변화뿐만 아니라 현지 및 글로벌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여러 자율 시스템 간 제한된 자원의 사용을 서로 돕는 환경을 제공한다(그림 

3-4 참조).

여러 시스템 간 자원 분배를 안정적인 방식으로 유지하고 지속하려면, 자원을 제공하

는 시스템이 자신의 목적에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의한 능력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

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형 의사 

결정 및 협력 플랫폼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 3.5 국가별 정책 ｜

미래 공장 개념의 실현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이들 중 다수는 생산에서의 효율성 개선 및 개인화와 같은 공통적인 주제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사회 및 산업 환경에 따라, 지속가능성 또는 품질

과 같은 다른 추가 핵심 측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이 관련된 최종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IoT와 적층 제조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단, 모든 정책에서 추구되는 목표와 기술 접근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 그룹(예: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사업 모델 혹은 제조 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의 

자금조달 정책 및 표준화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차별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IIC(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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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Consortium), 일본의 e-공장, 독일의 Industry 4.0과 같은 여러 주체가 미래 공장의 

전체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모델을 서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다음 세

부 단원은 미래 공장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주요 정책의 개요를 제공한다.

3.5.1 고급 제조(미국)

미국의 경우, SMLC(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
11 또는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12 등 몇 가지 정책이 고급 제조의 개념을 촉진하고 있다. 고급 제조는 

생산된 제품 및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IoT와 같은 고급 신기술을 제조 부문에 통합하는 

방식에 기초한다.

한편, 미국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에 보고하

는 운영위원회인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및 작

업을 수행하였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AMO(Advanced Manufacturing Office) 및 미국 주변

에서 설립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 허브가 후원하는 정책의 기초를 설명한다13.

고급 제조의 기저에 있는 개념은 종종 스마트 제조 또는 스마트 생산으로도 불리며, 생

산환경 내 스마트 제품 및 대상에 중점을 두고 효율 제고 및 제품 개별화가 가능하도록 

공장 및 생산 네트워크 전역에 걸친 제품 설계, 일정, 배송, 공정 실행을 제공한다.

3.5.2 e-공장(일본)

일본은 제조 제어 및 데이터 분석에 관련하여 생산성 및 에너지 보존 최적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e-공장 개념을 통해 산업 인터넷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e-공장 접근방식은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을 가시적이며 계측과 관리가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그림 3-5 참조).

장비, 기기, 센서, 기타 ICT 장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므로 빅 

데이터 분석은 미래의 경쟁적 제조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힘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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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터넷을 통한 제조 제어 및 빅 데이터 분석의 결합은 모든 제조 부문에서 광범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창조적 미래 창조로 이동하면서 차세대 e-공장은 물리 시스템의 지속

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사람 간의 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을 고려하고 통합

함으로써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조 공급사슬, 운영효율, 운영혁신을 대상으로 한다. 차세

대 e-공장 접근방식의 잠재적인 중요성은 실로 광범위하다. 기반 기술에는 감지, 스마트 

로봇 공학, 지식 업무의 자동화, IoT, 클라우드 서비스, 3D 인쇄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술

은 미래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된다.

차세대 e-공장 접근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로 구성된 그룹 간 협력이 가능하도

록 다기업 조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파트너 제휴는 전체 공급사슬을 위한 솔루션 혁신

뿐만 아니라 공동 제품 개발, 제조 및 마케팅 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정부 기관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그러한 조직 구조 개편을 진행중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5⋮ e-공장 목표

생산성 에너지 보존신흥 기술의 장점

장비 대기 시간 단축,

생산 목표 시간 단축, 공장 실적 증대

리드 타임 단축
가동률 개선 에너지 소비 절감

생산 시간 단축,

체계적인 운영에 기초한 

최적 에너지 공급
생산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고효율 장비 도입,

전력 사용량 관리 증대
생산비 절감 전력 절감 기술 촉진

재발생 빈도 및 사전생산 시간 소실 감소,

낭비(유휴) 및 불량 제거
품질 손실 최소화 에너지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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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Industry 4.0(독일)

4차 산업 혁명인 Industry 4.0은 원활하게 연결된 스마트 기기, 기술 및 공정으로 지원

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에 기초한다. 4차 산업 혁명의 비전은 유연성이 우수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표현, 지능형 서비스 및 상호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실제 생산시스템을 위한 것이다.

스마트 내장 기기들은 IoT와 같은 기술을 통해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고, 중앙

집중형 공장 제어 시스템은 사물 통신 (machine-to-machine communication)이 출시되면 

분산형 지능 기술에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이다.

Industry 4.0 비전은 단일 생산 설비의 자동화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으로부터 재료 소

싱, 공급사슬, 보관, 최종 제품 판매 끝까지 전체 핵심 기능간 통합을 포괄한다. 전체 비즈

니스 프로세스에 걸친 이런 높은 수준의 통합 및 가시성은 신기술과 연결되어 더 높은 가

동 효율, 반응성이 우수한 제조 및 제품 설계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스마트 기기는 많은 측면에서 제조 최적화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제조를 훨씬 더 복잡

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각각의 단독 스마트 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스마트 기

기, 기계, IT 시스템과 같은 각 조직간에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제조환경에 관련되기 때

문에, 그 복잡도의 수준은 매우 높다.

Industry 4.0 및 기반 기술은 기업의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최적화할뿐

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기업이 고객, 공급자, 직원 및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 용도와 계량에 기초한 신흥 사업 모델이 그 예이다.

Industry 4.0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의 VDMA, Bitkom, ZVEI와 같은 산업 협회, 대

기업 및 연구 기관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14. 이 커뮤니티의 주도하

에 관련 산업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국가별 또는 지역별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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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지능형 제조(중국)

중국은 ICT, 자동화 기술 및 제조 기술의 병합을 통해 모든 제조 사업 실행을 견인할 지

능형 제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제조 뒤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의 핵심은 지능

형 최적화 의사결정과 자동 실시간 처리를 위해 센서 데이터의 유비쿼터스 계측을 통하

여 정보를 얻는 것이다. 지능형 제조는 기업 생산 네트워크에 걸친 수평 통합, 기업의 장

비, 제어 관리 계층의 수직 통합, 제품 설계로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제품의 라이프 사

이클 통합까지 이루어 낸다.

지능형 제조의 목표는 국가 제조업계 전체에서 제품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을 확보하며, 자동화된 유연한 지능형 고효율 생산 공정과 접근방식을 더

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정책은 고부가가치사슬 산업의 현대식 제조 모델로 제

조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고급 제조 기술, 전통 산업의 변혁 및 업그

레이드,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및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제조 부문에서의 혁신, 품질 및 효율 제고를 목

표로 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15(Made in China 2015)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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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개념의 공장 구현에는 전체공장과 생산 네트워크에 걸쳐 정보 교환 및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제조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 적절한 기술이 요구된다. 

｜ 4.1 기술적 과제/요구 ｜

미래 공장에 기술을 적용할 때, 이들 기술이 미래 공장 구현에 적용되는 다양한 전제 조

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세부 단원은 이러한 전제 조건 중 일

부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4.1.1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

미래 공장이 촉진한 대로 효율, 품질, 개별화 특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양방향 디지털 

정보 흐름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 디지털 정보 흐름은 제조 생태계 내 다양한 구성품과 

참가자 사이의 더 긴밀한 통합 및 연결성을 필요로 한다.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은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맞춤 설정과 같이 특별한 통합 노력 없

4장 

핵심 기술



247| 07. 미래 공장 |    247

이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된다15. 이에 따라, 시스템

은 기계적 구성품 과 특성으로부터 전략적 목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다양한 측면

과 관련된다.

생산 시스템의 용이한 통합이 미래 공장의 주요한 기반 기술이므로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운용성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4-1은 이와 같은 상호운용성 수준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제조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은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은 물론 기획 및 제조 구성 작업을 위한 정보를 이

용해야 할 때나 제품의 제조가능성과 관련된 지식을 설계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조립과 연결, 장비 제조 또는 생산 시  물리적 수준에서 구축

●   정보 교환 또는 서비스 공유 시 IT 수준에서 구축

●   작업과 목표가 정렬되어야 하는 사업 수준에서 구축

●    IEC 62264/IEC 61512에 정의된 대로 자동화 피라미드를 따른 수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기 내 센서 및 액추에이터로부터 ERP 시스템까지 공장 내부 통합이 포함된다.

●    가치사슬을 따라 생산 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수평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EDI 기

반 공급사슬 통합으로 달성된, 비즈니스 수준에서의 생산 네트워크 통합이 포함되나 미래

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별 또는 공정별 정보가 교환되어 분산형 제조 최적화의 상세도 

및 품질 수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    용이한 지식 공유 및 제품과 서비스 개발, 제조 환경 사이의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엔지니어

링 및 제품/생산 라이프 사이클 적용분야로의 통합(예: IEC 62890)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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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조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산업 가치사슬은 하드웨어 시스템(PLC, DCS, CNC 등)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MES, ERP, QMS 등)을 포함한 독립적으로 구현된 시스템들로 구성된다. 이들 시스템은 제

품 설계, 생산 기획, 생산 엔지니어링, 생산 실행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각각 자체 데이터 

형식 및 모델을 보유하므로 통합이 용이하지 않다. 이때, 상호운용성은 이들 시스템과 활

동 사이 경계를 흐려지게 할 수 있다.

즉, 순차적이고 계층적인 시스템 통합 대신, 서로 연결된 사물과 공정 및 고객의 네트워

크가 존재하여 기업이 고객 및 공급자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

류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 결과, 미래 공장 내 특정 솔루션 및 적용 분야의 구현은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맞춤

⋮그림 4-1⋮  NCOIC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상호운용성 계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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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정보 접근 및 업무 흐름의 적용 분야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

이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원칙을 제조환경에서 완전히 채택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4.1.2 원활한 미래 공장 시스템 통합

연결성 및 의미적 상호운용성 외에도 분산형 IoT 기반 시스템에서 성공적인 구현 및 

사업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는 프레임워크 이상을 필요로 

한다. 즉, 해당 기기들은 환경의 관리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매핑하는 능력이 필

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적용분야별 상황(예: 특정 주문, 제품 및 공정)에 맞게 기기 정보를 설정하는 

각각의 정보 모델 분석 메커니즘과 장비의 작동 가시성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매핑할 때 주문 실행과 같은 단일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미래 공장 전체

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 관리, 재료 관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서로 

CAx

생산 설계 생산 설계 생산 실행 서비스
생산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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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정

소싱

제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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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별 통합 흐름

정적 시스템 통합

통합 개념의 변화

MES

ERP

SCADA

제어

센서 및 액추에이터

⋮그림 4-2⋮  미래 공장 통합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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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접근이 어려운 다른 시스템

의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와 이용 사례별 통합 업무흐름도 

및 관련 정보의 변화를 통해 달성되는 순수한 시스템 연결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달

성하려면 특정 부문(예: 고객 및 주문 관리)의 시스템 및 기기만 연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소스와 고객도 제품, 생산 라이프 사이클 및 위치에 걸친 업무흐름에 상호연결해야 

한다. 이는 모든 기기 또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관련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

는 분야별 및 사용자별 가시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반)자동화된 의사 결정도 

지원한다. 따라서 기술 이슈 및 기기 지능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작업자

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자의 지식 및 경험의 활용이 보장 

및 전개되어야 한다.

4.1.3 기존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미래 공장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이미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에서, 대부분 혹은 모든 기기 및 기계가 PLC, MES, 

ERP와 같은 다양한 자동화 피라미드 계층을 통해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다.

고급 미래 공장 기술을 도입 및 통합하려면, 다시 말해서 분산형 및 IoT 기술, 상호운용

성 및 지능형 기술을 이용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단계별로 이전하려면, 미래 공장시스템

의 단계별 구현 및 확장(각 솔루션의 모듈식 전개)을 지원하는 적절한 IT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사항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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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IoT 기술 기반의 기기, 기계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연하고 원활한 통합이 중요할 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통합도 미래 공장의 최적화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제품 및 생산 시스템 개발 및 기획은 구성품의 수, 시장 요구 변화 빈도 및 관련 혁신 요

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도를 관리하기 위해, 제품 및 생산 

기획은 개념적 아이디어로부터 세부 설계까지의 세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증적으로 

실행된다. 이때, 개념적 설계는 제품 총비용의 약 80%를 결정하며, 세부 설계는 제품 개

●    장치 관리 및 통합: 현재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모든 센서, 기기 또는 기계가 디지털 통합에 

관련하여 자신만의 언어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 공장에 구현될 IoT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시판 기기의 연결 및 관리이다. 일반적으로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사전 정의되고 조율된 

형식으로 명령, 이벤트 및 기타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려면 기기 또는 기계에 부착되거나 

근접해서 작동하는 구성품이 필요하다. 

프로토콜 및 컨텐츠를 해당 통합 표준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기기 어댑터가 이 기

능을 지원할 수도 있다. 관련 전산 활동은 실시간 응답, 기기 간 데이터 상관관계 구성 및 기

기 간 공조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밀접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일단 기기가 네트워크, 다른 

기기 또는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나면 해당 기기를 볼 수 있게 하고 적절한 관리 기능을 제공

함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속 메커니즘: 이전 과정 중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서 기존 시스템

을 대체할 수도 있는 새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하는 지

속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기 및 미래 공장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 동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양방향 정보 교환을 신뢰할 수 있게 구현하기 위해, 차지하

는 공간이 작고 관리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내장 데이터 저장 또는 캐시 이용 메커니즘

을 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및 캐시 이용 메커니즘은 간헐적으로 연

결에 실패했을 때 장비 구성 및 연결성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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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기간 중 시간 및 자원 측면에서 핵심적인 경로를 구성한다. 부문별 전문가는 개발의 

일부로 특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정밀한 엔지니어링 사양을 산출하

기 때문이다. 단, 이들 모델은 범위 및 도구 비호환성과 성능상의 이유로 시스템 수준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결합이 쉽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

서 현재까지는 제품 개발 중 생성된 소수의 모델 및 정보만 생산 개발에 전달된다. 미래 

공장에서는 상호 운영이 가능한 모델 및 부문별 시점에서 시스템 수준까지, 그리고 개념 

설계 스케치에서 초고수준 설계까지 제품 개발 중 여러 시점으로 조율된 관점을 제공하

는 도구가 지원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측면은 이들 모델 및 정보를 생산 개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식

으로 원활하게 전파하는 능력이다.

제품과 그 생산을 동시에 제작하기 위해 이 상호작용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되어야 한

다. 일부 도구는 이미 이들 모델을 통합하고 제품-생산 정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고 있지만, 도구 사이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교환되며 연결되지 않는 지점이 아직 존

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유망한 방법은 생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가 

순수한 기하학적 정보가 아닌, 보다 높은 개념 수준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품-생

산 의미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생산 개발에서 극복해야 하는 다른 과제는 가상 모델로부

터 실제 생산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 단계에서 취합한 정보를 지시, 프로그

램, 기획 및 사양으로 변환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생산 시스템으로 배포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물리운영시스템 또는 미들웨어의 개발이 촉진되어 자동화 구성품의 기능

적 개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른 도구들을 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운

용할 수 있다.

반대로, 설계될 제품의 제조 용이성 평가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 생산 시스템 

관련 지식의 피드백이 해당 모델 도구에 제공된다. 현재, 제품과 생산의 양쪽 모두 잘 알

고 이해하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졌고 알려지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상황은 고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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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정이다. 미래 공장에서는 모델이 지속적으로 교정되며 실제 작업 조건에 따라 최

적화된다.

이때, 분산 증가 및 실시간 요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개선된 소프트웨어 도구는 회사 내

부 및 외부에서 작업자와 시스템 사이의 실시간 분산 협력을 다룰 수 있을 것이며, 회복

력과 신뢰성, 사이버물리보안, 에너지 효율과 같은 추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목표도 통

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품 및 생산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전통적인 설계 결정의 영향 측정

을 목적으로 한다.

4.1.5 보안 및 안전

미래 공장 개념을 구현하면 시스템 경계가 확대되며 원격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이 가능한 접근 지점도 증가하게 되므로, 적

절한 IT 보안 및 안전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시스템 구성품 및 구성품 간 연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백커플링(back coupling) 효

과가 유발되거나 우발적으로 위험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공장 구현 시 보안 및 안전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5.1 보안

미래 공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연결된 모든 물리적 공간은 물리적 안전에 대한 우려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피해 및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미래 공장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보호는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에 여전히 적용되는 기밀유지, 무

결성 및 가용성(C-I-A)의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정의된다. 단, 물리적 공간 및 사이버 공

간의 양측을 통합하는 미래 공장 시스템은 가용성, 무결성 및 기밀유지(A-I-C)의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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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보안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

시스템 보안 설계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제어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의 IEC 62443, 

산업 통신망 –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Network and 

system security) 시리즈가 개발되었다. 미래 공장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미래 공장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이슈를 처리하

기 위해, 제어 시스템 보안을 확장하고 추가 보안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공장을 장기간 가동하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공장

은 해당 위협을 우수한 반응성으로 감지하고 적응하며 그에 반응한다. 나아가, 미래 공장

의 다양한 제어 시스템은 서로 의존하므로 하나의 보안 사고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되

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3⋮ 제조 시스템 보안 총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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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대의 모든 산업 시스템 기능은 취약하며 보안에 대한 단일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현재 요건을 다루는 기존 보안 표준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미래 공장의 보안 요건을 개발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보안을 구현하려면, 미래 공장에 채택될 기

술에 적용할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위협에 대비

하여 구비한 대책이 시스템의 수준 요구에 따라 데이터 거주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

적 및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또한, 인간중심의 물리적 접근 옵션부터 

메시징 시스템 및 데이터 거주성까지 다양한 측면의 고려 사항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참조 아키텍처 및 우수 사례 솔루션에 매핑하면 사용자가 

보안 및 사생활 보호 수준이 명시된 최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까지 높이기 위해 어떤 단

계를 취해야 하는지 권고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현된 보안 및 사생활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문서로 기록할 수 있다.

4.1.5.2 안전

보안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장비의 안전도 우발적인 제어 시스템 고장 또는 고의적인 

사이버 공격 해결 시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지금까지 액추에이팅 시스

템은 제어 시스템에 관련하여 밀폐되어 있었다. 즉, 외부 ICT 메커니즘은 제조환경에서 

기계 및 다른 액추에이터의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단, 산업 제어 시스템의 상호연결성 증가 및 정보 교환의 자동화로 인해, 이러한 보호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그 결과, 오랫동안 유효했던 형태의 시스템 경계를 따른 안전 

고려 사항은 미래 공장에 충분하지 않다.

시스템 경계 관련 이슈 외에도, 지능형 요소 및 잠재적으로 자율적인 시스템의 네트워

크에서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긴급 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네

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은 기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특이한 성분의 총 수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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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 및 위험에도 관여한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피드백 루

프도 포함되며, 피드백 루프는 IT 관점에서 시스템 상호연결로 인해 구축되거나 구축된 물

리적 연결의 결과로 부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인지하는 환경인지시스템이 있다.

단,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경계 및 상호작용도 안전 이슈에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다. AM과 같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던 새로운 제조 기술 도입은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 이

러한 예로 자동차와 같은 크라우드 설계 제품의 실패에 대한 보상 및 책임 문제뿐만 아니

라 총처럼 위험한 제품의 용이한 제조 방지가 포함된다.

｜ 4.2 기반 기술 ｜

앞에서 설명한 기술적인 과제는 미래 공장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을 통해 해

⋮그림 4-4⋮ 기반 기술 하이프 사이클, 20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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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야 한다. 해당 기술을 적용할 때, 많은 경우 기술의 성숙도가 그 기술에 대한 요구

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의 실제 산업 적용은 초기 프로토타입에 

기초하여 가능성이 구축된 이후로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4-4는 현재 신흥 기술이라고 간주되는 기술의 성숙도 수준과 미래 방향을 보여 준다. 여

기서 기술의 미래 방향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있는 기술이나 미래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다음 세부 단원에서 미래 공장의 개념 구현

에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흥 기술의 일부 예시를 논의한다.

4.2.1 IoT 및 사물 통신

IoT는 인터넷에서 가상으로 나타나거나 존재하는 물리적 세상의 모든 종류의 대상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센서 가격 감소, 기술이 차지하는 공간 축소 및 유비쿼터스 연결

성으로 인해,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포착 및 통합하는 것

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다.

IoT라는 용어는 점점 더 많은 지능형 사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

고 있는 최종 소비자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며, 기계와 기기도 점차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서로 연결되고 있는 산업 영역에도 이 용어가 전파되고 있다. 또한, 기능의 일부 또는 전

부가 인터넷 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제시되는 사물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그리고 특

히 생산 부문에 사용되는 경우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CPPS)이라고 지칭되며 두 시스템 

모두 미래 공장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사물(M2M) 통신 또는 통합은 기기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기기간 연결성 및 상호운용

성을 제공하는 기술 및 네트워크 모음을 지칭한다. 산업 적용 부문에서 M2M 통합의 개

념은 IoT와 많은 부분 유사하다. 두 용어 모두 상호연결된 기기가 산업 및 소비자 부문에

서 주는 영향에 관련되므로 종종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IoT 및 M2M 기술 및 솔루션은 인터넷 기술 및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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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제조 공간의 변화에 기여하므로 제조자의 작업 환경에 상

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5가지 핵심 사항이 기반 기술과 해당 기술이 제조 공정에 주

는 직접적인 영향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한다18.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IoT 솔루션에는 다양한 기술로 구성된 3가지 솔루션 구성

품이 필요하다. 사이버물리통합은 네트워크의 말단에서 일어난다. 말단에서는 센서로부

1) 스마트 기기(제품, 캐리어, 기기 등)는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 제어 시스템을 자동화 및 관리

하는 데 활용되는 원본 데이터, 분석 및 폐쇄 루프 피드백을 제공한다.

2) 이들 장비는 연결되어 있고, 내장형이며 폭넓게 사용된다.

3) 스마트 기기 확산의 파생물로서 제어 시스템은 훨씬 더 유연하고 복잡하며 넓게 분산된다.

4) 무선 기술이 컨트롤 시스템 구성품의 동적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이들 분산 제어 모듈을 함

께 묶어 줄 것이다.

5) 제어 시스템이 반응할 필요가 있는 환경 변화를 모두 예상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므로 활용 가능한 지능 (actionable intelligence)이 점차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 4-5⋮ IoT 솔루션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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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클라우드까지 자연스러운 통합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

센서의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되고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므로 제조업체는 점차 더 많은 

고급 기기 및 기계에 스마트 센서를 내장할 수 있다. 이들 기계 및 기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취합 및 통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은 예외에 해당했

지만, 현재는 오히려 표준이 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의 분석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잠

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계층은 모든 통합된 기기를 위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예

를 들면, 무선 기술은 하드웨어를 비례하여 늘리지 않고 연결된 기기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IoT 솔루션의 확장성에 기여한다.

에너지 수확 기술은 다양한 주변 에너지원의 에너지를 사용가능한 전력으로 변환함으

로써 센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4.2.2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및 미들웨어

IoT의 다른 주요 구성요소에는 클라우드 및 포그 컴퓨팅과 같은 컴퓨팅 능력이 포함된

다. 기업은 어떤 정보와 처리 과정이 전산 인프라로 선택될 수 있는지와 내부 또는 외부 

처리역량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또한, IoT 네트워크의 말단으로부터 정보 처리 센터로의 데이터 전송은 (예를 들면, 고주파

수 펄스로부터 배치 업로드까지) 기기 통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기기로부터 클라우

드로의 데이터 전송 방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채널 가용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

라 간헐적인 중단이 있어도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바일 기기와 매칭된 클라우드 기

술은 어떠한 위치나 시간, 심지어 네트워크의 다양한 파트너 사이에서도 정보의 투명성 

및 가시성을 제공한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말단에서 취합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나 내부 코어 인프

라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

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IoT 솔루션은 대량의 이력 데이터 및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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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유입되는 데이터 흐름에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클라우드와 포크 컴퓨팅이 IoT 구현의 적절한 구성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신흥 클라우드 기반 IoT 솔루션 및 공급업체는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스뿐

만 아니라 사물 및 센서도 통합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래 공장 

및 전체 공급사슬의 IT 네트워크의 중심 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이 원활한 공

장 간 및 공장 내 통합을 지원하고 제조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기기 통합 및 컴퓨팅 

파워의 동적 확대를 촉진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제조

기업이 필요한 핵심 전산 인프라를 축소하고, 제조환경의 요건 변화가 유발하는 인프라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4.2.3 데이터·분석 기술

IoT 및 클라우드 기반 기술은 제조환경에서 데이터 생성 및 가용성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 생성은 연 40% 증가하여 2020년이면 35제타바이트에 도달하며19, 

⋮그림 4-6⋮ 데이터 분석 기술의 상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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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0~500억 개가 연결되어 1조가 넘는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할 것으로 추정

된다20. 제조 부문의 경우, 이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공정을 세밀하

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정 중 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도 식별되어 예측 및 방지될 것이다.

이러한 대량 데이터의 특별한 ad-hoc 가용성은 신규 유형의 분석 및 시각적 표시에 새

로운 기회를 열어 준다. 일괄적으로 생성된 정적 보고서는 더 이상 첨단 기술의 산물이 

아니다. 사용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차트를 만들며 유연하게 탐색할 수 있

고, 자동화된 추론 알고리즘이 제조 작업 및 최적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제공하도록 적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각 IoT 시스템이 취합한 제조 관련 데이터만 분석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공통 비즈

니스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 간 수준이나 다른 생태계로부터의 조건 또한 고려해

야만 한다.

막대한 양의 가용 데이터로부터의 가치 추출은 이력 데이터로부터 특정 패턴을 찾아 

내는 작업에 관련된다. 이 작업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고 기기 학습 알고리즘

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벤트 중심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어떻

게 이러한 패턴을 검색하고 상황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취합할 것인지 결정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기, 장비 또는 작업으로부터 취합

된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와 적합한 정보만을 취합 및 저장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 패턴을 기존 및 향후 작업에 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즉, 결

과적으로 얻은 모델을 작업 흐름 속에 포함시켜 기기 데이터가 수신되면 모델이 예측, 전

망 및 현재 작업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생성하게 할 수 있다.

저장되는 IoT의 양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높은 성능이 중요

하다. 여기서 과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과 최적화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적

합한 데이터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IoT 데이터는 깊고 넓게 분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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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분석될 수는 없다. 기존 기술로는 그림 4-6에 표시된 스파이더 다이어그램의 5가

지 차원 모두에 걸친 최적화는 가능하지 않다. 즉, 상쇄효과가 불가피하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컴퓨팅은 IoT 빅 데이터의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기존 비즈

니스 인텔리전스 메커니즘의 제약을 제거하고 실시간으로 전략적인 운영상의 결정을 내

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데이터 준비나 구성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도 빠른 속도로 폭넓은 IoT 데이터를 깊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석

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즉, 경계나 제약 없이, 데이터 양이나 유형에 관

한 제한 없이 질문에 관련된 만큼 많은 IoT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실행한다. 여기에는 분

석될 데이터의 관련성 고려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최근 IoT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보다 

가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인메모리 컴퓨팅의 비즈니스 가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의 원활한 통합에 의해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및 요청의 사전 조작 없이도 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다. 

이전에는 준비되지 않은 원본 loT 데이터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취합, 요

약 및 변환요청을 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기타 최신 데이터 분석 기술 능력에는 이벤트 스트림 처리(ESP)와 복잡 이벤트 처리

(CEP)가 포함된다. 개별 IoT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한 이벤

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기기 정지는 하나의 이벤트이다. 공정 내 온도 변화도 하나의 

이벤트이며 제품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도 이벤트에 해당한다. 복수의 이벤

트가 관련되고 상호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정도까지 기기의 

온도가 높아진 경우를 들 수 있다. ESP를 이용하면 취합된 IoT 데이터 및 이벤트 모두를 

스트림, 처리, 필터 및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이벤트가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필터로 제외해야 하며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하는지, 어떤 이벤트 상관관계 또는 패턴이 

더 광범위한 비즈니스 이벤트, 경보 또는 결정을 촉발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ESP 비



263| 07. 미래 공장 |    263

즈니스 규칙이 생성된다.

ESP는 IoT 통합이 말단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를 위해 ESP 엔진으로 스트리밍하도

록 요구한다. CEP는 보다 정교한 기능으로 순서가 있는 이벤트 시퀀스에서 복잡한 패턴

을 검색한다. IoT로부터 이용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인메모리 

기능이 지원하는 빅 데이터에서 실행되는 ESP 및 CEP이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취합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려면 IoT가 비즈니스 목표를 

(반)자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메커니즘이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옵션을 비교해야 하며 현재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최선의 옵션이 선택된다. 이용가능한 옵

션들은 IoT 데이터 취합 또는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해당 

비즈니스 목표의 우선순위는 변화하는 제조환경 조건에 따라 실행 시 조정될 수 있다.

사람, 사물 및 기기로부터 이용가능한 대량의 IoT 데이터는 이벤트 및 의사 결정 처리

의 복잡도와 함께 단일화된 IoT 인프라 아키텍처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를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산업 적용 분야의 기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고

객 선호도 및 시장 다양성, 제품 및 서비스 생성 및 활용에 관련하여 또는 유지보수 주기 

최적화 등을 위해 적용된 예측 분석 기능을 위해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4.2.4 스마트 로봇 공학

제조 부문에 도입된 IT는 IoT 기술과 같은 새로운 솔루션을 이 적용 분야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특히 로봇 공학과 같은 기존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실시간 상황 인지 및 안전 메커니즘을 로봇 시스템에 통합시켜 구현되는 인

간-로봇 협력은 인간이 보유한 유연성을 로봇의 정밀성, 힘 및 성능과 결합한다. 현재 생

산 시스템에서는 셀 또는 라인 생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단일 작업자 또는 소규모 팀이 잘 

성형된 지그를 이용하여 제한된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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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인 민첩성, 효율 및 신뢰성의 동시 적

용은 작업자의 능력만으로는 혹은 완전 자

동화 라인으로 가동되는 이러한 시스템으

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이 생산 업무를 실행하는 작업자

를 지원하는 로봇 셀이 개발 중이다.

인간-로봇 협력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동기화된 협력, 동시 협력 및 보조 협력이 

그에 해당한다. 그림 4-7은 가장 밀접한 유

형의 인간-로봇 협력으로 보조 협력을 보여 주며 동일한 구성품을 인간 작업자와 로봇

이 물리적 분리 없이 함께 작업한다. 따라서 로봇과 작업자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제공하는 민첩성 및 신뢰성과 인간 작업자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제품을 공동으로 취급 및 처리한다.

단, 이러한 협력은 관련된 활성 로봇의 고장이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

전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어떤 산업 안전 표준 및 규정도 이러한 유형의 인간-로봇 협

력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 통합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안전 표준 및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급 센서의 통합과 인공지능(AI)의 적용으로 머신 비전(machine vision), 상황 인

지 및 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작업 영역에서 잘 정의된 업무 실행을 위해 

제약 없이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조 요구를 예상할 수도 있는 

협력 로봇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로봇 공학을 이전에는 불가능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에서 작업자를 제외

시켜 생산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유연성은 인간-로봇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로봇 시스템 간 협력을 위해

⋮그림 4-7⋮ 인간-로봇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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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현될 수도 있다.  

고급 로봇은 M2M 통신, 머신 비전 및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감각 인지, 기동, 이

동성 및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로봇이 훨씬 더 쉽게 서로 통신하거

나 상호작용할 수 있다. 주위 환경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생산 상황의 

인지를 통해 고급 로봇은 협력하여 실행되는 업무를 비롯하여 새로운 또는 변화하는 생

산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새로운 로봇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또한 새로운 생산 업무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행하

는 데 기여한다. 즉, 새로운 로봇 작동 엔진을 통해 로봇 프로그래밍에서 직관적인 로봇 

교육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궤적의 지점들을 수동으로 추적한 다음, 로봇이 이를 반복

한다. 나아가, 로봇 및 관련 도구의 기술은 (반)자동으로 생산 공정 요건에 관리 및 매핑된

다. 그 결과, 로봇프로그래밍과 엔지니어의 필수적 기술 세트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감

소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성 부족과 프로그래밍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해, 

특히 이전에는 로봇을 활용하지 않은 제조기업의 로봇 채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로봇 시스템의 유연성은 3자가 적용분야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로봇(로봇 플랫폼)

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방형 로봇 플랫폼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예로 특수 목적 그

리퍼 및 관련 제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가 대두된다. 로봇 공학은 더 폭넓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연성 증대는 제

조기업의 로봇 공학 채택률을 더 높이게 된다. 한편, 높은 가격과 같이 이전에 존재한 장

벽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4.2.5 통합 제품-생산 시뮬레이션

IoT,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로봇 공학과 같은 기술에 기초한 혁신만 미래 공장에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획 및 최적화 목적을 위한 IT 시스템 내 생산 시스템을 나타내는 

디지털 공장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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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장 개념은 제품 및 생산 엔지니어링 공정 및 시뮬레이션의 향상을 위한 통합 

접근방식을 지칭한다. 이 비전은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다양한 단계 및 수준에서 서로 다

른 유형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제품 및 생산을 모든 수준에서 개선하려고 시도한다. 

개별 이벤트 시뮬레이션, 3D 동작 시뮬레이션,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수준 시뮬레이션, 

공급사슬 시뮬레이션, 로봇 공학 시뮬레이션 및 인체공학적 시뮬레이션이 포함하여 제품 

및 생산의 가상 모델을 만들어 내는 몇 가지 유형의 시뮬레이션이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 가상 제품 및 생산 개발, 테스트 및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품 및 생산 설계는 분리된다. 생산 기획 및 엔지니어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 요건이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이에 어떤 변경이 추가적인 비용 및 지연을 

유발하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로 이어진다. 동시 병행 설계를 디지털 모델에 대해 수행할 

수 있으므로 통합된 제품 및 생산 시뮬레이션은 시장 대응 시간을 줄인다. 시각화 기술은 

다른 시간대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들 사이 통신을 개선한다. 이 통합 접근방식은 회사 

⋮그림 4-8⋮ 가상 세계 vs 실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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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및 파트너 기관 전체에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약속한다.

제품 및 생산 시뮬레이션 도구는 재료 경로 관련 물류, 사이클 시간 또는 버퍼 사이즈, 

조립 또는 기계가공과 같은 공정, 소재의 경도 또는 열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세부 사항

에 집중한다. 통합 시뮬레이션 적용 분야에서 특정 모델은 특정 라이프 사이클 단계 및 

부문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기획을 동기화하기 위해 공유 및 통합된다. 

예를 들면, 로봇 배치 및 경로 기획과 같은 로봇 공학 측면은 제조될 제품의 3D 컴퓨터

를 이용한 디자인(CAD) 모델을 직접 평가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를 이

용하여 생산에 대해 PLC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PLC 프

로그램은 가상 시운전으로 종종 지칭되는 플랜트 수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직접 검증될 수 있다.

비록 설계에서 시운전까지 통합 제품-생산 시뮬레이션 역량으로 향하는 추세이지만, 

시뮬레이션 도구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구비될 필요가 있는 피드백 정보 루프가 존재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교정된 시뮬레이션 모델

은 보다 정확한 직관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유사 플랜트의 이

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 가동 조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4-8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구분한다. 가상 세계에서는 제품, 공장 및 플랜트 

설계가 양측의 최적화를 위해 먼저 정보를 교환한다. 이들 설계는 생산 업무 실행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실제 세계 생산 및 공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또한, 실제 세계는 

제품 및 공장의 현재 또는 미래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된 세계에 정보를 제

공했고, 시운전을 위한 설계를 얻었으며, 시뮬레이션 도구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구비

될 필요가 있는 피드백 정보 루프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교정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보다 정확한 직관을 제

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유사 플랜트의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

적 가동 조건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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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구분한다. 가상 세계에서는 제품, 공장 및 플랜트 

설계가 양측의 최적화를 위해 먼저 정보를 교환한다. 이들 설계는 생산 업무 실행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실제 세계 생산 및 공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또한, 실제 세계는 

제품 및 공장의 현재 또는 미래 설계를 최적화하고 실제 공정 자동화 및 생산 시스템의 

개선 가능성 관련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시뮬레이션된 세계에 정보를 제공했다.

디지털 스레드 개념은 통합 제품-생산 시뮬레이션을 전체 가치사슬로 확대한다. 이때 

제품, 생산, 서비스, 유지보수 및 폐기(예: 전체 라이프 사이클)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사용된 정보 피드백 루프를 통해 확장된다.

4.2.6 적층 제조/3D 인쇄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의 통합에서 주요한 측면 중 하나는 제품 사양을 실행가능

한 생산 공정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계가공 장비 또는 3D 프린터와 같은 유연

한 제조 자원은 관련 설정 노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소규모 생산 또는 개별 제

품 생산도 지원한다.

전 세계 적층 제조(AM)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2012년 29%(복합연평균성장률) 성장하여 

2013년 미화 20억달러를 넘어섰다21. 최종 제품의 부품 생산에 AM을 이용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년 동안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부터 전 세계 AM 총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의 28.3%까지 성장했다22. 산업용 AM에서는 프로토타입 제작(AM의 전통적인 주요 부

문)과 대조적으로 직접 부품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직접 부품 생산에서 AM은 일반 소비

자용 전자제품, 의류, 보석류, 악기류, 의료 및 항공우주 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을 지원한다.

3D 인쇄를 이용하면 제품이 소량인 경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 및 기하 구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제조가 실행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제조업의 일부를 대량생산에서 개별 생산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배치 사이즈 1개’의 제조 사례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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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널리 전파될 것이다. 나아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단계의 수가 감소되므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제품 특성을 개선하거나 안전한 소재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로 이

어질 수 있다. 또 하나 가능한 결과는 제조업체 역할이 제품 설계 및 생산에서 사양과 기

획 설계 및 판매로 바뀌는 것이다. 즉, 판매 후 실제 제조는 소매업자 또는 고객과 같은 다

른 사람이 실행할 수도 있다.

4.2.7 기타 미래 공장 기술

상기 기술 외에도 미래 공장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다양한 다른 분야

의 연구 및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지 기계(cognitive machine),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착용식 컴퓨팅(Wearable computing), 외골격 로봇(exoskeleton), 스마트 

재료, 고급 및 직관적 프로그래밍 기법 또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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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장 개념의 구현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기술을 채택하려는 준비도에 크게 

의존한다. 이 시장 준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부 단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한다.

｜ 5.1 시스템 관점 구현 ｜

미래 공장 개념의 총체적 구현은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및 운영 그룹 사이의 전통적으

로 긴장된 조직 관계에 관련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이 부문 간 통합은 제품 

및 생산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기획, 구축 및 가동)에서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4.1.1 단원에서 설명된 대로 기술 수준에서의 시스템 상호운용성뿐만 아

니라 여러 부문에 걸친 프로세스의 실현이 필요하다. 즉,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및 비즈

니스 부문의 직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일하며 교육까지 받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문 간 업무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와 같은 적절한 IT 시스템 또는 사이

버물리시스템(CPS) 및 복합 시스템(SoS) 구성 및 통합 기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5장 

시장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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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의 이점을 활용하고 제품 및 생산 기획, 생성 및 작업 중 시스템 관점을 지원하려

면 서로 다른 부문의 지식이 관련 적용 분야 목적을 위해 통합, 병합 및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장 잘 고려하고 추가 최적화 잠재력 또는 비즈니스 아이

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피드백 루프가 구현되어야 한다.

｜ 5.2 전통적인 생산환경 내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 ｜

부문 간 협력은 제품 및 생산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더욱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업

무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 공장 기술, 개념 및 이점에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지식과 인식은 새로운 솔루션 수용도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

다. 이러한 수용도 부족은 자동화 및 IT 시스템이 만들어낸 효율성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해직 위험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은 해직 위험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지식과 인지도 제고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고용 

인원수는 감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직무 내용과 스타일은 보다 양방향의 유연한 

작업 모드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공장의 생산직뿐만 아니라 PLC 또는 로봇 

프로그래밍 및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다른 업무에도 해당된다.

해직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 측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종종 유발된다.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는 기술적 배경, 사업 모델 및 

관련 이점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잘 알려진 전통적인 개념 및 솔루션에 제한

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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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재정 이슈 ｜

“변화에 대한 저항”은 미래 공장 구현의 실제 이점에 관한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 제조 부문에서 새로운 미래 공장의 적용 기술이 통합되어야 할 생산환경의 요건에 

확실히 부합되도록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

는 통합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평가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특정 생산환경에서 특정 기술 

및 생산 전략의 효율에 관한 신속하고 저렴한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및 도

구와 우수 사례 예시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새로운 미래 공장 솔루

션의 제조 부문 구현에 대한 임계점을 낮추어 준다. 특정 의사결정의 이전 분석 또는 시

뮬레이션에 기초한 승인 및 특정 시스템 구성품의 가상 테스트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

는 지식 기반 시스템도 이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기술 조치는 반드시 미래 공

장 활동을 전략적인 회사 목표에 통합하고 시스템 성능 평가에 대한 조율된 제어 및 측정 

방식을 설정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새로운 IT 기술의 제조 부문 도입 외에도 사업 모델은 비즈니스 혁신의 잠재력을 적절

하게 평가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비용 및 이점에 관해 평가되어야 한다. 

기존 및 신흥 사업 모델의 결합을 통해 사업을 변화시키는 동안 사업 가치의 엔드투엔드

(end-to-end) 가시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 지원을 위해 표준화되고 공유된 고

성능 인프라가 필요하다.

단, 미래 공장 사업 모델과 기술의 이점이 각 평가에 의해 검증되더라도 기업의 재무 전

략이 관련 투자를 허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투자수익률(ROI) 추정 및 자본재투자률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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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이전 전략 ｜

기존 공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옛날부터 이어받아 사용하던 시스템(legacy system)

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들 시스템에는 관련 이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맞춤형 인터페

이스를 통해 연결된다. 나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통합함으로

써 기존 생산 시스템의 견고성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작동되는 시스템은 절대 바꾸지 말

라”는 슬로건이 산업 생산환경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방식, 개념 및 기술을 공장에 도입하는 동안 적절한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

시스템 관점 및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연한 조직 구조의 구현, FoF(미래공장) 구현 프로

젝트의 요구사항을 위해 설계된 특정 프로젝트 관리 지원 도구, 그리고 기획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규칙 및 도구는 미래 공장으로의 원활한 이

전에 기여한다. 이전 프로젝트의 복잡도 및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에는 (가동 능

력, 품질 및 효율의 지속적인 설계, 구성,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확장가능한(CPS)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산업화(독립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빠른 구성, 변경 

및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화)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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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열거한 미래 공장을 위한 핵심 기술의 대부분은 아직 개발 중이다. 여러 산업

에서 이들 기술의 성숙도 및 적용성, 그리고 제조 산업에서의 기술 채택 준비도 수준이 

그림 6-1에 표시되어 있다.

이 레이더 도표에서 특히 이전 전략 또는 시스템 관점 구현과 같은 비기술 과제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진행 중인 미래 공장

에서의 개발 활동의 다수가 기술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파악된 점과 일치한다.

핵심 기술의 채택은 산업 및 적용분야 사례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적층 제조는 

복잡한 기하 구조로 인해 일반적인 제조 기술을 이용한 제조가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비

용이 큰 경우와 같이 맞춤형 생산 및 특수 부품 제조일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적층 제조는 현재 대량생산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효율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의 성숙도도 적용분

야 부문에 따라 다르다. 이들 도구의 경우, 제조 설정 최적화를 위한 거의 실시간으로 구

동되는 시뮬레이션 적용분야에서는 추가로 개선될 잠재성이 있지만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 제품 개발 및 최적화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IoT 기술, M2M 네트워크, 스마트 로봇 공학 및 클라우드 기반 AIM과 같은 다른 기술의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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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정 적용분야에서는 상당히 성숙하고 독보적인 솔루션들이 존재한다. 단, 이러한 

개발의 광범위한 적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 또는 이전 전략 부재 

등 시장 준비도를 저해하는 이슈를 극복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세부 산업 부문과 적용 분야로 결정되는 수평 및 수직 제조환경 계층에서

의 위치가 미래 공장 애플리케이션의 시장 및 개발 준비도에 영향을 준다.

⋮그림 6-1⋮ 시장 준비도 및 핵심 기술의 기술 성숙도/적용성

보안 및 안전

데이터 분석 기술

스마트 로봇 공학

시스템 관점 구현

낮음 높음

낮
음

높
음

통합 제품-생산
시뮬레이션

기존 시스템 통합을 
위한 이전 전략 및 
아키텍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loT 및 M2M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

적층 제조

전개 준비 완료

수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로 개선될 
개발(비기능 요건 중점)

시
장 

준
비
도

기술 성숙도

미래 공장 개념/솔루션

기여 기술

틈새 시장 전개

시범 적용 장벽 극복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및 미들웨어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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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여전히 누리면서 인간중심 고용을 제안하고 제조 

방식의 미래를 실현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활용하며, 동시에 수요 기반 맞춤형 제품

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조 공정은 인간중심 제조 방식

의 지속가능성, 유연성, 혁신 및 품질 요건의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미래 인프라는 특정 

매개변수화(parameterization)를 설치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에서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수 있다. 생산 자원은 자기관리형(self-managing)으로 구성되며 서로 연결되고

(M2M), 제품은 자체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이해한다. 바로 여기서 디지털 세상과 실제 세

상이 합쳐진다.

한편, 이전 장에서 논의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미래 공장에 관한 몇 가지 지침 및 권

장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조치는 일반적인 성격의 조치이거나 데이터, 작업자, 기

술 및 표준에 특히 중점을 둔 조치에 해당한다.

7장 

결론 및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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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일반 ｜

7.1.1 다른 생태계와의 상호작용

IEC는 IoT 시스템 등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이 공장과 다른 생태

계와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둘 것과 산업 설비와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 다른 생태계와 전

력 흐름, 공급 물류, 인적 자원 등과 관련 정보를 기획, 협상, 관리 및 최적화하려는 목적

으로 통신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제조업체는 자신의 설비는 공생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노드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요 관리 요구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7.1.2 제조 민첩성

시장 수요, 사업 모델 또는 제품 사양과 같은 변화하는 요건에 대한 제조 시스템의 적

응성은 미래 공장의 핵심 기능이다. 이 적응성을 구현하려면 다양한 조직 및 기술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스템 관점의 구현과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 확장성 등 

생산 시스템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구현이 포함된다. 또한, 예를 들어 제품 공

정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 것(first-time-right)”을 가능하도록 돕는 고급 컴퓨팅 기능

도 이 측면에서 권장한다.

7.1.3 가치사슬 및 협력 공급 네트워크 최대화

생산 네트워크 파트너를 향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은 제조업체가 실시간으로 전달

될 수 있는 공급사슬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산 라인을 공급자

로 연결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의존성, 재료의 흐름 및 공정 주기 시간을 이해

할 수 있다. 실시간 정보 접근은 제조업체가 잠재적인 이슈를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방지하고, 재고비용을 낮추며 자본 요건을 잠재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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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독립적인 제조 커뮤니티 활용

“책상 위의 공장(desktop factory)” 추세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자 친화적이다. 본 백서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이러한 추세가 제기하는 요건은 설계 및 제조를 분리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모

델(예: 크라우드소싱, 메이커 운동, 제품-서비스 통합자 및 로봇 생태계)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안

한다.

7.1.5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의 시스템 안전

우발적인 시스템 고장 또는 고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지 및 회피를 위해서는 시

스템의 상호연결성 및 복잡도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에서 생산력 증대 및 상

호연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시스템 안전을 해결하고, 향후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의 거동을 예측 및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7.1.6 지속가능한 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및 네트워킹 솔루션은 제조 시설 내부의 가혹한 환경 조건을 견디고, 일반적인 

“화이트칼라” 사무실 네트워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산업 제어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해

결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되어야 한다.

｜ 7.2 데이터 ｜

7.2.1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재설정이 가능한 미래 공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치사슬의 모든 측면과 매장에서 주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품이 공장에 제공할 수 있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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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이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기업 또는 공장의 특정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확장가능

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업무의 발견, 중개 및 실

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7.2.2 사이버 보안

자동화 시스템에서 제어 기능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결국 현재 가동되고 

있는 모든 산업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보안에는 하나의 일관된 접근방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응성, 반응성 및 협력 모델을 이용하여 보

안 표준 요건(기업 및 개인 정보 보호, 구동 시스템 안전, 우발적인 피드백 루프 고려 등)을 심각하

게 받아들이고 사이버 테러 대비 보호 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EC는 사이

버 보안 이슈의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정 데이터 세트의 소유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안 정도 또는 단계에 따라 우수 사례 

및 비용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적절한 보안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 사이트 또는 기업 사이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 경우,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 네트워크 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증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7.2.3 데이터 해석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다량의 정보가 유용하려면, 반드시 조율을 거친 일관성 있는 최

신 정보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와 시멘틱(semantic) 정보 기술의 

통합과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및 생산 시스템에서의 해당 기술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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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작업자 ｜

7.3.1 인간과 기기

인간중심 제조의 개념은 작업장을 작업자의 요구에 맞추어 구성하는 등 제조의 중심을 

다시 직원에게 두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한다. HMI 및 인간중심 설계는 증강 현실을 자동화 공정에 도입하여, 작업자

가 데이터와 물리적 세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실제 세상과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시

각화할 수 있게 한다. 인간-로봇 협력은 특히 복잡하거나 고부하 업무에서 작업자를 지

원할 것이다.

7.3.2 교육

작업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생산 장비 및 IT 

시스템과 상호연결된 스마트 보조 시스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작

업자의 새로운 기술 프로필로 이어지게 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이

러한 교육은 직무 간 훈련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직원은 자신의 일상 업무

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미래 공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제품 및 생산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관련된 모든 분

야에서 여러 구성요소를 구현, 통합 및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부문에 걸친 부문 간 교육

이 필수적이다.

7.3.3 작업자 이동성

더 작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내려는 요구와 직원 근로 기간(근로 연령)의 증가 추

세에 직면하여, 직원의 모든 경력 단계에서 적절한 일터와 지속적인 이동성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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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IEC는 편안하고 저렴하며 언제든지 기능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착용식 기기(wearables) 및 외골격 로봇(exoskeleton)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7.4 기술 ｜

7.4.1 제조 디지털화

제조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수많은 출처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된다. IoT 및 CPS가 한

층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및 피드백은 기

기의 자체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IEC는 제조 

장비 설계자가 내부 및 외부 공급사슬 내 다양한 시스템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이 통신을 통해 고객, 공급자, 부품, 도구, 제품, 교정 및 유지보수 

일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것이다. IoT는 설비 내에서 수동 데이터 입력

이 자동화된 데이터 취합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구역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제조 시스

템의 공통 목표 실현에 추가로 기여한다.

작업자와 CPS 사이 상호작용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업자의 노하우는 대량의 

데이터 중 한 종류로 변환되어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조 사이클 전체에서 자기

인식, 자기예측, 자체유지보수, 자체재설정 등의 기능을 제조 시스템에 갖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2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은 R&D 활동일 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사슬의 중요한 부분을 구

성하는 역할도 한다.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과 작업으로부터 직접 얻은 데이터 기반 모델



282282    | IEC White Paper |

을 결합하고 미래 공장의 모든 활동이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

계에서 폐기까지 전체 가치사슬에서 새로 개선된 피드백 제어 루프를 구현할 수 있는 적

절한 기회가 제공된다.

7.4.3 사이버물리시스템 촉진

디지털 정보는 기업의 경계를 넘어 흐르며 가치사슬 내 정보에 민감한 활동에 관련하

여 보안 과제를 제시한다. 사이버 보안은 물리적 보안과 함께 미래 공장의 주요한 관심 

주제인 동시에 핵심 성과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CPS 및 IoT와 같은 기반 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 보다 유연한 연결성을 채택하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래 

공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모듈식 구조와 연결성을 보유할 것이다.

｜ 7.5 표준 ｜

7.5.1 국제 수준에서 국가별 개념 병합

미래 공장의 하이라이트는 독립언어시스템(self-contained system)이 서로 통신하고 협

력적으로 제어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 국가 및 지역 산업 자동화 표

준을 고려한 국제 컨센서스 기반 표준이 필요하다. 확고한 표준을 갖춘 더욱 광범위한 시

장은 반복 가능하며 보다 저렴한 기술의 전 세계적인 확대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을 지원

할 것이다.

7.5.2 시스템 수준 표준화

이전 IEC 백서인 에너지 과제에 대한 대응 (Coping with the Energy Challenge, 2010)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인프라 조성 (Orchestrating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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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ies, 2014)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MSB는 선호되는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

공하는 표준은 단순한 제품 접근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 관점을 지속적으

로 채택하게 할 것을 IEC에게 권장한다. 이러한 표준화 노력은 미래 공장, 스마트 제조, 

Industry 4.0, e-공장, 지능형 제조 등에 요구되는 세계적인 영향을 고려하며 추진될 것

이다.

7.5.3 연결 프로토콜 표준화

모든 센서 및 액추에이터는 IoT에 참여한다. 각 기기는 IP 주소를 보유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미래 공장이 성과를 실현하려면 커넥터 및 연결 프로토콜의 포트폴리오를 모

든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기와 커넥터의 고유 언어가 정보 손실 없이 변

환될 수 있어야 한다. IEC는 관련 업계가 이 부문에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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