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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 4차 산업혁명에서

는 ICT+DT+Manufacturing이 합해져 Smart Factory가 

구축되고, Data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Data와 기술(경험)이 통합된 Wisdom 기반의 의사결정 자

동화로 새로운 게획을 세우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로 생산

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염봉진 이사는 제조산업에서 사물

인터넷 구조는 낯익다. 제조업은 설비 간 연결 이슈를 지

나 빅데이터 분석과 지능화를 고민하고 있으며, 더 나은 

분석, 더 나은 제어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SAS코리아 염봉진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1.  Data 분석 기반의 Smart Factory란?  

또 Data 분석 기반 Smart Factory의 요소 4가지는?

당사는 Smart Factory를 Data 중심 접근(Software)과 설

비 중심 접근(Hatdware)이 합쳐진 Data 기반의 분석적 공

장자동화라고 부른다. 당사와 같은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

고, 설비(제조) 회사가 있으며, 두 회사가 같이 가는 시스템

이다. Smart Factory에는 4가지 요소(Analyze, Actuate, 

Sense, Learn)가 있다. 보통 Smart Factory나 IoT 회사들

은 Analyze, Actuate, Sense를 얘기하지만, 당사는 Learn

을 포함시켰다. 실제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때 분석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의 결과로 모델이 나오면 

실제 오퍼레이션단에 적용하며, 적절한 주기로 실행한다. 

3가지(Analyze, Actuate, Sense) 요소가 잘 구현되더라도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

키고, 모델 성능을 잘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2.  Smart Factory가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어떤 Paradigm Shift로 가야 하는지,  

또 Data 분석은 왜 필요한지? 

Paradigm Shift는 분석(Analysis), 업무(Process), 성과

(Performance)로 나눌 수 있다. 분석 관점에서 보면 

Small Data, Large Data에서 탈피하여 Big Data로, 

Macro Data에서 Micro Data(실제 공장의 Machine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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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생태계가 빠르게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다.  

IoT가 인공지능, IoT 플랫폼. LPWAN 등의 기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이에 발맞춰 ICWS 2016(IoT CONVERGENCE 

WORLD & STARTUP FORUM 2016)가 지난 5월 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101~104호)에서 열렸고, SAS코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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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안(지능형 제조, 영리하게 구축하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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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굉장히 큰 데이터)로 확장된다. 또 베이직한 통계 분

석은 고급 통계 분석(Machine Learning) 모델로 활용된

다. 예측 분석 모델링,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룰 생성

(Rule Generation), 실시간 설비 자산 모니터링 등 고급 

분석 기술을 통해 과거 생산 및 서비스 시설에는 활용하

지 못했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 설비 가동률을 높

이고, 비용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Machine Learning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데

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3. Data 분석 기반 Smart Factory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Analyze가 핵심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어

떤 Data가 필요한지, 어떤 Data를 센싱해야 되는지를 

Analyze가 결정한다. 두 번째, 효율적인 투자로 높은 

ROI를 기대한다. Fail-Fail 전략을 세워보자. 누구도 안 

해 봤던 분석이라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실패를 하더

라도 빨리하고, 실패의 밑거름(좋은 학습)이 된다. 세 번

째,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동화 추구이다. 분석적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현장 적용 시(이상 발생 시) 원인

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4. Data 분석 기반 Smart Factory 구현 서비스 요소는?

Smart Factory 구축시 분석 플랫폼(Product), 수행 

인력(People), 구축 방안(Process) 3가지가 필요하다. 

분석 플랫폼(Product)은 IoT 플랫폼으로 IoT나 센서 

데이터를 잘 수습하고, 고급분석과 모델관리를 한다. 

수행 인력(People)도 중요하다. 플랫폼이 아무리 좋아

도 (쓰는 사람이 결국 사람이기에)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법을 제

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당사는 3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다. 

5.  SAS Analytics Platform 기반의 AoT와 IoT는  

어떻게 다른가? 

당사는 IoT를 AoT(Analytic of Things)라고 말한다. 

AoT(Analytic of Things)는 각종 센서와 장치에서 쉴새

없이 생성되는 스트리밍 기술을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기술로, 당사는 AoT 기술에 

드러난 SAS Analytics Platform으로 Smart Factory를 

구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oT(AoT)는 빅데이터를 만

들어 내며, 이를 사용 가능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해야 한다. 쌓여 있는 데이터를 배치작업을 통해 

보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보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처리하는 분석(Embedded Analytic)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와 실제 활용은 상반된 

개념이었고, 열심히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얻었지만 막

상 활용하려고 보니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IoT

가 접목된 Smart Factory 환경에서는 RFID, 자동화 설

비, 센서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서버나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Things) 안에서 판단되고 활

용될 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엣지단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기술, 고성능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처

리하는 실시간 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이유다. 

6. Data 분석의 성공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Data를 최대

한 활용(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어떤 Data가 더 필요한지를 파악

하고 중장기 보완 대책을 세움)한다. 두 번째, 협업이 생

명이다. 당사와 같은 분석 전문 회사만으로는 어렵고, 

산업 공장이나 공정(설비)이나 도메인 에스코트가 필요

하다. 절대로 데이터만 보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전체 

공정과 설비를 통합해야 한다. 세 번째, Smart Factory가 

해답이다. Smart Factory 도입 시 초기 부담이 적고, 지

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고, 좋은 

목표를 세워 성공체험을 늘려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조력자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 어떤 파트너와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Smart Factory에 필요한 기술과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심 능력을 보

유한 파트너와 함께 일을 시작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