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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ICT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조 공급망 내의 가치사슬을 

통합하여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을 줄이고, 납기 단축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

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제조기술이 아닌 사물인

터넷, 가상물리시스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ICT 

서비스 기술의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

아젠텍은 ICT 기술 R&D 기업으로 IoT 기술과 빅데

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알루미늄 제조 공장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팩토

리 구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알루미늄 제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방안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 공정과 용접 공정은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제조 공장

들은 제조 데이터의 타입 분석 및 다양한 전처리를 위

한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

부분이다. 우선 공정 전처리를 위한 컴퓨팅과 네트워킹 

환경을 구축하여 공정 오류 발생상황을 체크하고, 공정 

진도 상황 등 예측이 어려운 공정의 데이터를 생성하

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

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도 제조 현장의 데이터 특성 

(비정형성, 가변성, 고차원, 다원화 등)을 고려한 데이

터 전처리 및 통합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아젠텍이 개발한 스마트공장을 위한 지능형 통합 프

레임워크는 개방형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빅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조공정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데

이터 마이닝 모델과 라이브러리화 형태로 개발되었다.

특히, 아젠텍 지능형 통합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 

기술을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로 설계

되었으며, 하드웨어 인프라는 하이퍼 컨버지드(Hyper 

Converged)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프라 도입 비용을 최

소화할 수 있으며, 확장성 또한 용이하다.

김 대 규 연구소장 / ㈜아젠텍 ICT 연구소  
afoxkim@ajantech.com 

알루미늄 프레스 공정의 IoT 기술 적용과 

스마트 팩토리 구현 방안
- 아젠텍이 제시하는 스마트공장을 위한 지능형 통합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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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프레스 공정의 IoT 기술 적용과 스마트 팩토리 구현 방안

1)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설계 및 구축 방법론

아젠텍 알루미늄 프레스 공정과 용접 공정 과정을 스

마트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인프라를 

설계하고, 연차별로 시스템 인프라를 확장해나가는 형

태로 구축되었다.

제조 데이터의 타입 분석 및 다양한 전처리를 위한 

하드웨어인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역시 [그림 2]

와 같이 오픈소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로 설계되었다. 

하드웨어 인프라는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 형태로 

인프라 구축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스케일 아웃

(Scale Out)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연차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실시간 제조 현장의 데이터 특성 분석 및 모델링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빅데이

터의 특성인 4V-가치(Value), 빠른 생성 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대용량(Volume) 특성과 1C 복잡성

(Complex)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스마트 데이터의 특

성인 비정형성, 가변성, 고차원, 다원화 등을 고려한

3A(Accurate, Actionable, Agile)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 데이터의 정확성은 빅데이터의 노이즈로부터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

트 데이터의 행동성은 스마트공장에서 스마트 데이터

의 분석 및 다양한 구현 가능한 기능(공장 오류 발생, 

공정 진도 상황, 다양한 예측 등) 등으로 옮길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서는 스마트 데이터의 특성까지 

고려한 민첩성이 요구된다. 

[그림 1] 실시간 제조현장인 알루미늄 프레스 공정과
용접 공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화된 서비스의 개념도

Aluminum Press
Factory

Data Plant #1
of Smart Factory

Data Plant #2
of Smart Factory

Dedicated App

Electric Welding
Factory

Smart Factory
Manager

NameNode

DataNodes

Secondary Node
(Authentication &

Encryption Server)

Cloud Computing
Resources

Provisioning

Provisioning DataNodes
Operation &

Backup Storage

Live
Migration

VM VM VM

VM

Virtual Infra Virtual Infra

H/W H/W



100  계장기술

스마트공장을 위한 솔루션과 대응 방안(1)

3)  데이터 특성에 의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 설계 및 구현

스마트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 데이터

와 메타 데이터에 의한 다양한 전처리 기능을 설계하였

으며, Python, Perl, Java, JavaScript 등의 프로그래

밍 언어와 R 등의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

해 전처리 기능을 구현하였다.

스마트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전처리와 시각화 기능

은 [그림 3]과 같이 반영되었다. 스마트 데이터의 생성된 

근원지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변환, 하둡 

또는 스톰, R 등의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이 진

행되며,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 분석과 비즈니스 

분석, 그리고 인포그래픽 시각화를 진행하게 된다.

 

4)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Cloud 인프라에 

통합된 분산 빅데이터 처리 기술

산업 수요 기반 제조 문제 특화형 데이터 마이닝 모

델 개발 및 라이브러리화를 위한 최종적인 BigData/

FastData 통합 지능형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Cloud 인프라에 통합된 

분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을 위한 IoT-Cloud 인프라에 통합된 FastData 실시간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딥 러닝(Deep Lear 

ning)과 연계된 BigData/FastData Intelligence 기술

을 개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쳤다. 

1단계 개발 내용은 IoT-Cloud 인프라에 통합된 분

산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가상화 지원 및 통합된 분산

병렬 파일시스템 적용이었다. 먼저 컴퓨팅/네트워킹/

스토리지 측면에서 각각 가상화된 (즉 자원의 가상 스

위치, 가상 디스크, 가상 머신 등) 자원을 초융합형 자

원집합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OpenStack Cloud OS에 

연계하면서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블록/객체/파

일의 유연한 통합을 지원하는 Software-Defined 

Storage 기법과 Kafka/Flume과 하둡 파일 시스템

[그림 2]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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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File System, HDFS)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

면서 IoT-Cloud 자원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분산 빅데이터 저장 기능을 설정하여 하나로 엮인 데이

터 처리/전달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2단계로는 IoT-Cloud 대응 인프라로부터 수집된 빅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기본 기능을 빅데이터 수집 부분

과 수집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구현

하였다. 빅데이터 수집은 IoT-Cloud 인프라에서 실시

간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Kafka와 Flume 등

을 이용한 다음, 수집된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도록 전

달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어서 수집되는 빅데이터 처

리 기능을 확보하도록 배치 레이어(Batch-layer)와 뷰 

레이어(View-layer)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배치 레이

어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고속으로 스트림 기반으로 처

리하여 해석하며, V뷰 레이어는 생산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구현되었다.  

3단계로 빅데이터 처리 부분에서는 산업 수요 기반 

제조 문제 특화형 데이터 마이닝 모델 개발 및 라이브

러리화의 초기 단계를 진행한다. 효율적인 통합 방식으

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우해 오픈소스 Spark을 활용

한 인-메모리(In-Memory) 빅데이터로 처리하였다. 

Spark과 MLib(Machine Learning Library)를 기반으

로 빅데이터를 분석/적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라이브러리화 하였다. 다음 

장의 표는 제조 문제 특화형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기

반 기법을 나타낸다.

5)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제조 빅데이터 저장/처리/관리 기술

아젠텍은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스마트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대용량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개

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스마트 데이터의 3A 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Unified FS(Object, Block, File)가 가

능하며, 경제적으로 저렴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

[그림 3] 실시간 제조 현장 데이터의 전처리 및 통합 기술

Source

내부 데이터 Data
Integration

Data
Quality

Crawler

외부 데이터

Collet Management & Dash-Board

Store
&

Converting

Hadoop
&

Storm

Analyze

BA

InfoGraphic
·D3
·Shiny

Share

Hyper Converged System
for Industrial IoT

High Performance Analytics

Cloud
Spanning

Cloud Bursting

Public Cloud

Mass Volume Storage



102  계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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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Hyper Converged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제조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의 변환 후에 스토리지

에 저장/처리/관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게 된다. 특

히 오픈소스 기반의 대용향 분산 스토리지 인프라를 기

반으로 대용량 분산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스마트공장 환경

에서 견고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함 감내성과 단일 오

류를 제거하기 위한 다중 복사, 그리고 백업 기능 등을 

제공한다. 대용량 분산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

어의 라이프 사이클은 깃허브(GitHub) 기반의 소프트

웨어로 개발 및 테스트되었다. 공퍼블릭 클라우드의 가

상 시스템 기반 운영, 그리고 실시스템 운영 등의 절차

는 [그림 6]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개발 모델에는 나선

형 모델이 적용되었다.

category 1단계 2단계 3단계

Basic Statistics
 summary statistic
 correlations
 stratified sampling

 hypothesist testing  random data generation

Classification  decision trees  naive Bayes
 SVM
 Boosting
 Bagging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Integrated linear model

Clustering -  k-means  fuzzy-means

Dimensionality reduction -  SVD  PCA

Feature extraction
 TF-IDF
 Word2Vec

 StandardScaler  Normalizer

Optimization -
 Gradient descent 
  stochastic gradient 
descent

 L-BFGS

계 (24) 7 8 9

제조 문제 특화형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기반 기법 

아젠텍에 대하여 
아젠텍(Ajantech Inc.)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모

바일 기술의 토대가 되는 개인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Personal Multimedia Device), 멀티미디어 인터넷 디

바이스(Multimedia Internet Device), 모바일 핸드셋(Mo 

bile Handset), 네트워크 디바이스(Network Device), 프레

임워크 및 플랫폼(Framework/Platform),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RFID 리더 관련 R&D에 매진해 왔다.

아젠텍은 모바일 디바이스 R&D, UI, UX에 관한 풍부

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모바일, 

RFID 등의 IoT 관련 디바이스 디자인 모델(Reference 

design model)을 보유하고 있다.

아젠텍(Ajantech)은 영문 알파벳 A와 1월(January)를 

조합한 합성어로 알파벳 A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시

작을 의미하며, January는 그리스 신화에서 언급된 모

든 사물의 출발점의 신 야누스(Janus)를 의미한다.

아젠텍은 사물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IoT

기술에 미래가치를 두고 있으며,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한계비용 제로사회(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에서 언급한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IoT)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 기술 구현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

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