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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랜트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2. 세이플랜트의 솔루션

플랜트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 IR)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박 세 영 대표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World Economic Forum Annual

세이플랜트㈜

Meeting 2016)’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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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하여 정보통신기술(ICT)로
융합하는 기술 혁명으로, 그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양자암
호, 모바일, 무인 운송수단(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의 융합이다.

신뢰성

융합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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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세이플랜트의 솔루션

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리를 응용한 암호방식으로, 중첩 상태(0 또는 1인 상태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 및 언어의 이해능력 등

가 아닌, 0과 1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양자를

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다음과 같이 다

외부에서 한 번이라도 관측을 하게 되면, 0과 1의 양쪽

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값을 동시에 취하고 있던 상태가 0이나 1, 어느 한쪽으로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
: 자동번역, 사람과 컴퓨터의 대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분야
: 컴퓨터가 인간의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
•영상/음성인식 분야 : 컴퓨터가 카메라 영상을
식별 또는 음성을 문장으로 변환

결정되어 버리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중간에 도청자가 난입할 경우 그 존재가 드러나며, 신
호가 왜곡되어 도청자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보
안성을 띄고 있으므로, 보안업계도 양자 난수를 모든 IT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해킹 불가능한 암호체계를 구
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론 증명(Theorem proving) 분야 :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

⑤ 무인 운송수단

•신경망(Neural net) 분야 : 논리적이 아닌, 인간 뇌

센서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의 연결망 구조와 같이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서 병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운송수단인 자율자

렬 처리하는 방식으로, 패턴 인식능력이 뛰어나고 학

동차, 드론, 무인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

습을 통한 기능 향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학적인
논리 처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⑥ 3D Printing
입체적인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플라스틱을 비롯한 경

② 로봇공학(Robot Technology, RT)

화성 소재의 원료를 층층이 쌓아올려서 물건을 뽑아내는

로봇은 인간과 비슷하고 명령에 따라 규칙적인 공학

가공 기술로, 세밀하게 내부 구조까지 만들 수 있다.

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로, 이와 관련된 구조설계, 제
어와 운용 기술, 지능에 관한 기술 등을 활용하기 위한

⑦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생체공학 등의 융

10억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

합기술이다.

기술로써 초고속 광통신모듈, 초고용량 메모리칩, AI
전용칩, 폴더블 소재, 지문인식 모듈, 디지털 정보화 모

③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듈, 에너지 수확 모듈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사물이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데이터를 O2O(Online
to Offline)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으로, 인터넷에 연

참고로, 산업혁명은 기계나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생

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산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그 역사적 특징은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음과 같다.

④ 양자암호(Quantum Cryptography)
기존의 수학적 기반의 암호체계에 비해 양자역학의 원

•1차 산업혁명 : 1784년대부터 증기기관으로 시작
하여 철도, 면사방적기와 같은 기계적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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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산업혁명 : 1865년대부터 공장에 전력이 공급
되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 : 1970년대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 및 정보화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융합하고 연결하는 부분
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핵심기술과 기획, 설
계 등 소프트파워는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이다(스위
스 금융그룹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4차 산업 적응 순위
가 25위임).

3차 산업혁명에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필수조건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사물들을

나라마다 스스로 강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4차

웹에 연결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특정한 패턴을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은 뛰어난 제조기술을

파악하여 앞일을 예측할 수 있다.

바탕으로 유연한 생산 공정을 위한 스마트, 디지털 공장
을 위한 [Industry 4.0]에 집중하고, 미국은 빅데이터를

4차 산업사회에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보다 소비자

활용한 클라우드 모델, 일본은 로봇화에 집중하고 있다.

의 요구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제품에 즉시 반영하는 기
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를

1. 지멘스 암베르크 부품 공장의

쉽게 축적할 수 있는 IT 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

실시간 관리 및 제어

하여 제조회사에 제품개발을 요청하면, 제조회사는 IT

연결과 융합에 대한 사례로 지멘스가 25년 전에 세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체계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운 독일 암베르크의 부품 공장을 들 수 있다.
생산설비나 인원 충원 없이 2015년도 기준으로 생산
대수는 천이백만 개로 8배 이상 증가, 부품의 종류도 1,000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융합과 연결]이므로, 어느 분
야에 특정되지 않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

종류 이상으로 5배 증가하였으며, 제품 불량도 550/
1,000,000개에서 12/1,000,000개로 현저히 줄었다.

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

그 이유는 바로 ‘연결과 융합’에 있다.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끊임없

이 공장은 부품 제조업체, 조립공장, 물류에서 판매

이 생산될 수 있다.

에 이르기까지 전 현장의 생산 장비와 부품 등 모든 사
물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으며, 생산설비

1차 산업혁명은 영국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2차와 3
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

와 제품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어
한다.

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모바

설비들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문과 재고량에 따

일, 인터넷, 자동화, 사물인터넷, 무인차, 전지, 신소재

라 제품 종류와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생산라인

등에서 선진국들의 독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

을 스스로 재편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실시간

이나 정보통신기술이 부족한 신흥국들은 상당히 고전

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아마존 물류창고의 로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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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은 지난 수년 간 물류 창고에 십만대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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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을 도입하여 단순 업무는 로봇에 맡기고, 사람은 재교
육을 통하여 로봇 관리자로 전환함으로써 인간과 로봇
의 역동적 협업을 이루었다
따라서, 로봇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고 강조한다.
아마존의 클락 부사장은 “자동화가 생산성과 소비자

여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센서, 분석기, 밸브 또는 모터 같은 조작단
의 정밀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며, 컴퓨터의 처리 능력
향상으로 직접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소프트 센서
의 정확성이 향상되어 데이터 가공 기술에 대한 신뢰도
가 높아짐으로써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수요를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그 동안 다양한 제어시스템, 설비관리 시스템, 생산관

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동화로 인

리 시스템, 운전 데이터 가공 기술, MES, ERP 등이 서로

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반박했다.

정보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능들이 제한적이었으나 서로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하여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3. 바스프의 인더스트리 4.0

데이터를 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보완함으로써

종합화학회사인 바스프(BASF)는 인더스트리 4.0을 이

더욱 향상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진 스마트 플랜트를 구

용한 스마트 공장에서 사용자가 맞춤 비누를 생산한다.

현하고 있다.

주문을 받으면 액체비누 저장탱크의 무선주파수 식별 태

정유,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들은 반응이나 진행 속

그가 제조 설비에 원하는 비누의 조성과 포장 방식을 무

도가 빠르고, 순간적으로 공정이 비정상 상태로 갈 수

선으로 전달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 제조를

있으므로 업무의 긴장도도 높은 편이므로 숙련도 높은

구현하고 있다.

운전 및 지원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마트 플랜
트에서 구현되는 기술들은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공정

4. 정유, 석유화학, 발전 등의 대형 플랜트 산업의

및 설비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알려줌으로써 안전

스마트 플랜트를 위한 기술

하게 운전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에너지를 절

본고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등의 대형 플랜트

감할 수 있다.

산업의 운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플랜트를 위
한 기술 중 일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플랜트에서 운전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플랜트 산업의 운전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

이나 시스템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요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들을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적용 효과를 더욱 높일

의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부분에 DCS, PLC, APC

수 있다.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장 규모에 비하여 적
은 인원으로 운전하고, 운전 데이터도 상당기간 축적되

① DCS, PLC, HMI

어 있다.

: 오퍼레이터가 현장의 운전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하

성능 및 생산성 향상, 실적 관리를 위하여 축적된 데
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기술(Data Mining)은 오래

는 시스템으로, 제어 기능으로는 PID를 포함한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 로직, 제어용 프로그램이 있다.

전부터 적용해 왔으나, 측정 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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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oop Tuning / Loop Performance

•PID 제어는 단일 입출력 제어이며 가장 오래된 안정

Monitoring용 소프트웨어

적인 제어이나, 여러 공정 변수 간의 상호 간섭 및

: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토록 공정 특성에 따라 제어

미래의 공정 운전 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루프의 PID 계수를 계산하고, 제어 루프의 성능을 감시

운전원의 판단으로 DCS Set Point를 입력하여 제어

하고 그 문제를 레포트하는 소프트웨어

한다. 하지만, APC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 정상
적인 PID 제어는 필수적이다.

③ APC(Advanced Process Control)와

•APC는 다변수 입출력 제어이며, 공정 모델을 기반

MPC(Model based Predictive Control)

으로 하여 제어 변수를 예측한다.

: 공정 변수 간의 제약 조건과 동특성 상관성을 고려
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여 최적 운전을 예측하여 제어
하므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e

SP

•시간 지연, 역반응, 상호 간섭과 공정의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한 최적 제어이다.
•스텝 테스트를 통하여 공정 모델을 만들고, 외란
변수(DV, Disturbance Variables)의 영향을 포함

Past

△u

CONTROLLER

Future

y(k)

PROCESS

-

Predicted Output
△u

MODEL

yPROJ(k, k+1,…,k+N)

Manipulated Variable

+

yPROJ(k)
-

Prediction Horiz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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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최적화

하여 제어 변수(CV, Controlled Variables)를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원하는 설정치 또는 범위 제어 내에서 조작
변수(MV, Manipulated Variables)를 최적으로 조

④ 실시간 최적화(RTO, Real Time Optimization)

절하는 제어 기능이다.

: 다양한 환경하에서 원료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시

•APC를 직접 현장에 적용할 때 위험성과 시행착오를 줄

간에 따라 변하는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

이기 위하여 실제 공정과 유사하게 모사한 Simulator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안정성과 경제성을 계산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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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

부분최소자승 이론식
적용 기법

플랜트
수준

■슈하트 기법
■누적합 기법
■지수가중이동평균 기법

고
장

■주성분 분석

전문가 시스템

범

■부분최소자승법

위

■이론식(Simulator 활용)
■전문가 시스템

계기
수준

슈하트
신속

이동평균

전개 속도

누적합
느림

공정 특성별 Alarm 감지에 가장 적합한 기법 적용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시간으로 최적의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적으로 공정에 투입하는 절차 및 일정을 최적화한다.

•APC는 적용 대상 공정에 한하여 최적화 제어를 하
지만, RTO는 APC의 상위 단계에서 주어진 목표

⑥ Abnormal Situation Management와

에 따라 전체 공정을 최적 운전한다.

Alarm Management System

•최적화 기술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이 보장된 조건에서도 경제성을 위한 조절 가

: 공정 이상을 감지하여 오퍼레이터에게 알려주고
이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능한 변수가 있으며, 최적화 변수에 대한 결과의

•기존의 Shewhart, Cusum, EWMA 차트 등 한 두 가

영향이 크며, 조업 환경의 변화가 잦고 운전의 복

지 변수를 감시하는데 효과적인 SPC 방법과 PCA/

잡성을 가져야 한다.

PLS 방법, Simulator를 사용한 이론적 방법, 전문가

•상위의 생산계획에 따라 안정성과 현재 수요를 만

시스템 등의 다변수 감시 방식이 있다. 공정의 특성

족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조업을 위한 제어 변수를

에 따라 변수별로 최적의 이상 감지 방법을 적용함으

결정하며, 최적화 결과를 제어시스템에 적용하는

로써 기존의 단순 High/Low보다 조기에 이상을 감

방식에 따라 Open-Loop(조업자가 적용)와 Closed

지할 수 있다.

Loop(제어시스템에 직접 적용) 방식이 있다.

•다양한 이상 감지 기법의 적용으로 1종 오류(Alarm
이 아니나 Alarm으로 인식)나 2종 오류(Alarm이나

⑤ Planning and Scheduling

Alarm이 아닌 것으로 인식)를 줄이고, 공정 이상의

: 생산계획 관점에서의 최적화로 원료/연료를 구매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여 탱크 또는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수요에 따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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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onitoring

1) Alarm/Event 실시간 수집, 저장, 활용

: 공정의 설비 또는 운전 상황에 대한 성능 저하 또는

A. 공정 Alarm 분석 및 이력관리

예상치 못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해당 설

B. 운전 변경 분석으로 표준 운전 개선

비의 문제를 잘 표현해줄 항목을 결정하고, 과거 데이터

C. Alarm 최적화(적중률 향상)

와 조업자의 운전 경험을 근거로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

D. Alarm 분석/합리화 - Alarm 발생 감소

하여 현재 운전값과 표준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효율을

E. Alarm 설정 최적화 - 빠른 대응

감시하고 Alarm을 발생시킨다.

2) Smart Alarm Management

•Alarm의 적중률이 높지 않으면 시스템에 대한 불

A. 공정 운전 특성에 따른 논리적 Alarm

신이 높아지므로, 운전상황의 변화에 따라 Alarm

B. Alarm의 효율적 관리

설정값이 변하도록 논리적인 Alarm을 구성한다.

3) 조기 경보
A. 공정 특성별 최적 Alarm 감지 기법
B. 최적 제어를 통한 Alarm 감소
4) Control Loop 제어 및 APC

•예, FCC Unit의 RPM - 촉매의 Plugging 여부를
식별하여 장치의 효율 감소 예방
•예, 압축기 효율에 대한 RPM - Crank Angle 및
Internal Cylinder Pressure 감시

⑦ 실시간 성능 감시

⑧ What-If Case Study

(RPM, Realtime Performance Monitoring)

: 실제 또는 가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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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분석하고, 시나리오

일한 화면에서 운전하고, 또 Field Operator는 Board

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Operator의 지시에 따라 3D 가상화 공장에서 현장 업

•예, 공정 Simulator를 사용하여 가상의 공장 모델을
만들고, 설비의 설계 또는 입력값을 변경 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검토한다.

무를 조치하는 훈련 시스템이다.
•평상시에 자주 하지 않는 공정 Startup/Shutdown
및 공정 이상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한 절차를 OTS를
통하여 실제 운전처럼 훈련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⑨ 설비 이상 조기 경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터빈, 압축기 등 중요한 기기에 설치된 센서에서 지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 공정 엔지니어 또는 지원 인

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공정 운전 데이터로 고장

력들이 공정의 원리와 운전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

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다

움이 된다.

•기존의 정기점검인 예방정비에서 이상이 예상 시 정
비하고, 공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정비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하던 디지털

주기 및 일정을 조정하므로 정비 인력과 비용을 줄

시스템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결하여 통합함으

이고, 부품의 재고도 줄일 수 있다.

로써 능력과 신뢰도를 엄청나게 향상시키고, 그 적용 범
위를 급격하게 넓혀가고 있다.

⑩ 가상 공장(Virtual Plant)을 이용한 운전자 교육
시스템(OTS, Operator Training System)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완전 무인화 공장을 운영하기

: Board Operator는 가상의 공장을 실제 DCS와 동

는 시기 상조이지만, 그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

What-If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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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Training System

로 시스템 스스로 학습하여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따라서, 기존 조업자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기술이 점점 발전함으로써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그 동안 외국 기술과 외국 엔지니어에 의지하여 선진 시

조업자의 업무 부담과 실수를 줄임으로써 안전 사고를

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국내 기술을 단계적으

예방할 수 있고, 최적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 향상

로 적용하여야만 기존 조업자의 능력 향상, 현장 요구사

과 에너지 절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항 반영 및 지속적인 개선, 빠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4차 산업의 기술을 확대하고,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존 조업자의 업무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시스템 관리자로

다음호(12월)에는 본고에서 언급한 기술들을 통합하여 세이플
랜트에서 개발한 ROIS(혁신적인 운전 정보 시스템)와 iPAMS
(지능형 공장 Alarm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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