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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은 현재 국내외 제조산

업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유관 부서에서 TF팀

을 구성하여 사업의 방향과 구축 방안을 기획하고 있

다. 하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

현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어드밴텍

은 현장 실무진들이 고객사의 구현 상태를 파악한 후 

어드밴텍 솔루션을 활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내고 있다. 

1. 스마트공장 구현 단계

１) 자동화 구현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자동화를 

구현해야 할 것인가?”이다. 사람을 통한 생산은 작업자

의 숙련도나 피로도에 따라 작업의 능률과 정확성의 차

이가 나기에,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은 스 

마트공장의 필연적인 요소다.

생산 공정은 로봇을 통하여 자동화를 구축하는 것이 

어드밴텍 솔루션 적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현 단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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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공장 구현 단계]

30% Faster 

25% Cheaper 

Progression of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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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방안이긴 하나, 투자 비용이 크기에 자동화 생

산라인을 구축해놓은 업체들은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

이며, 대부분은 반자동화 라인이나 작업자가 장비를 조

작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위하

여 당장 전체 생산 공정을 자동화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자동화 구축을 숙

제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２) 데이터 수집

먼저 어떠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업체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그림 2]와 같이 생산 데이터, 생산

환경 데이터 등이 있다.

장비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숙

제로 남겨 놓을 수 있으나,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ES를 먼저 구축한 공장들이 있

는데, 작업자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하기

에는 작업자의 실수나 잘못된 입력으로 오류가 있는 데

이터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 자동화 구현]

Step 1 : Automation 

[그림 3. 데이터 수집]

Step 2 :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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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센서를 부착한 데이터 입력은 그림 3의 Data  

Acquisition I/O Module과 같이 어드밴텍의 유/무선 데

이터 수집장치를 통하여 통신으로 상위로 전송이 가능

하며, PLC/PC를 통한 자동화 라인이면 [그림 3]의 산업

용 네트워크 스위치를 설치하여 컨트롤러와 통신을 통

하여 데이터를 입력 받을 수 있다.

３) 시각화 및 MES 활용

현장에서 취합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보기 편한 GUI

를 통하여 표현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지원하는 어드밴텍의 WebAccess/SCADA는 

브라우저에 기반을 둔 범용 SCADA 소프트웨어로 다

양한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실시간 화면 표시로 현장 

상태의 빠른 인식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신속한 판단으

로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18,000개 이상의 WebAccess 패키지

가 설치되고 있으며, 대만의 Intera Memories사가 80

개의 웹 액세스 무제한 태그를 사용하여 단일 사이트로

는 가장 큰 규모다. 한 프로젝트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

트를 사용하여 건물의 자동화를 이룬 사례는 240,000개

의 I/O를 사용한 도쿄의 Mori Building이다.

새로운 버전인 웹 액세스 대시보드는 HTML5를 사용하

여 개발되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탑재된 Internet 

Explorer, Safari, Firefox, Chrome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어느 장치와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

에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SCADA로 보여지는 모든 데이터는 표준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고, MES/ERP와 연동을 하여 데이터

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진단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욕

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림 6]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

[그림 4. IoT 기기]

Data Acquisition I/O Module Network Switch

[그림 5. 시각화 및 MES 활용]

Step 3 : MES/ERP 
Integration & Process 
Visualization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oT, HMI, 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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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방진단시스템이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결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 After Service의 개념이었다

면, 이제는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Before Service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주기적인 예방보

전을 통하여 계획된 생산(생산 방안에 따라)이 가능해

진다.

실례로 로봇의 모터에서 나오는 전류값을 측정하여 

모터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팀이 

예비품을 준비하고, 장비가 멈춰있는 시간에 부품의 교

체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2. 구축 사례

어드밴텍은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제안을 위하여 자

사 공장에 적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를 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이 적용된 실

제 현장을 견학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축 사례들도 데

모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Solution Ready Platform(SRP)

을 구축하였으며, 고객이 원하는 플랫폼을 구매하여 현

장에 맞게 조금만 수정을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7. 어드밴텍 iFactory 구성]

Advantech iFactory 4.0 Cloud 

Machine Health Production Status Real-time Inventory 

[그림 6. 빅데이터 분석]

STEP 4 : Big Data 
Analytic & Predictive 
Maintenance

Data Analysis Process

Data Information Knowledge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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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어드밴텍 자사 공장 모니터링 화면]

[그림 9. 금속 사출 장비 SRP]

Equipment Connectivity for Metal Process 
Health & power Consumption Monitoring for Stamping Machine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oT, HMI, 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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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환경 상태 모니터링1 SRP]

Facility & Environment Management 
Deploy Wireless Distributed I/O without Wiring Limitation for Environment Monitoring

[그림 10. 생산 모니터링 SRP]

Production Line Process Visualization 

Equipment Light Tower Sensing for Availability & Streamline Balance Rat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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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계장기술이 참신한 원고를 받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원고나, 평소에 소개됐으면 하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기고  기술정보  연재  산업동향 

& 전망 / 자세한 사항은 본지 참조)

▶ 원고 게재 분양 및 내용

  FA와 PA 분야의 주요 품목인 DCS, PLC, 센서, 유량계,  

인버터, 컨트롤 밸브, 필드버스(산업통신망), 계측 및 계장

기기, 중전기기 및 발전 플랜트와 이를 활용한 기술 및  

산업 전망

  계측 제어 자동화 설비(플랜트) 분야의 산업 트렌드와 시장 전망

▶ 원고 분량 및 발송

A4지 4~10매(연재는 편집부와 협의)이며, E-mail로 보내 

시면 됩니다. E-mail이 어려운 원고와 첨부자료(카탈로그와 

제품사진 등)는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8호

(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월간 계장기술 편집부)

 TEL : (02)2168-8897 / FAX : (02)6442-2168 
E-mail :  procon@procon.co.kr / lch1248@naver.com

▶ 원고마감 : 매월 15일

원고를 받습니다

[그림 12. 환경 상태 모니터링2 SRP]

Facility & Environment Management 
Production Workshop Facility & Security Managem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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