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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Smart Factory 도입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Smart Factory 

도입에 있어 절차 및 방법, 고려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미비한 상황이다. 

Smart Factory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이테크한 

기술 및 ICT 검토에 앞서, 현재 공장의 수준을 파악하

고, 핵심역량이 분석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Engineering을 중심으로 공장의 수준과 

스마트 제조를 위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알아

본다.

1. 개요 - 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요소

1) 산업혁명별 기술의 전환점

산업혁명의 흐름별 기술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1

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의 힘에 의한 노동력을 대체 

하였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해 대량생산 체계가 

가능해졌다. 1969년 최초의 PLC인 Modicon 084가 개

발되었고, 제조업에서의 자동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

었으며, 이로 인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IT 및 통신 기

술이 확산된 정보화 혁명의 시대로 볼 수 있다. 4차 산

업혁명은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하며, 제조에서

는 CPS 기반의 자율제어 및 IoT, AI, Big Data, Cloud

를 활용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제조 공장의 System Architecture

제조 공장을 시스템별 구성으로 분류하면, IT, OT, 

통신 및 인프라 영역으로 구분 가능하며, IT(Information 

Technology)는 전사 경영 시스템을 비롯한 Application 

및 Solution이 해당하며, 이를 운영하는 SCM, ERP, 

MES, PLM 등이 해당된다.

OT(Operation Technology)는 자동화 시스템을 중

심으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요소로서 PLC, Senor, 

Robot과 같은 물리적인 부분과 제조 운영을 위한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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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 운영 방식 등이 해당되며, 통신과 이에 관련된 인프라는 설비 및 장치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통신 Protocol 

[그림 1]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Tu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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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규약), Network 등으로 구분되며, Engineering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Smart Factory 구현을 

Engineering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Smart Factory 구축에서의 Engineering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통신 및 Data 연계, 제어 

시스템과 이 두 가지 사항을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나누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 및 Data 연계는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Field 

bus 및 산업용 Ethernet이 해당되며, 표준화된 통신 

Protocol를 통해 Data Interface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제어시스템은 설비 및 기기류의 Logic 및 Process를 위

한 사항이다.

자동화 시스템은 산업용 Robot, Motion, Motor 등의 

장치 및 기계류들이 최적으로 통합되어 생산 및 물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1) 통신 및 Data 자동화

스마트 제조를 위한 통신 및 Data Interface의 요구

사항과 기존 제조 공장과 Smart Factory의 기반 환경

을 [표 1]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통신 및 Data 연계

제어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그림 3] 자동화 시스템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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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조 자동화 Smart Factory

Sensor & Actuator 물리적 연결 통신으로 연결

통신 Protocol
Fieldbus, 

다양한 종류의 표준
표준 Ethernet, 

단일 표준

통신 특성
Enterprise와의 분리, 
제한된 Node 개수, 

제한된 보안

Enterprise와의 통합, 
Node 개수 무제한, 

보안 강화, 
유무선 통합

Data 활용 제한적 수집/분석
무제한 수집 분석, 

Big Data

제어시스템 Controller 중심
IT와 융합, 
IoT 활용

[표 1] 통신 및 Data Interface 비교

제조 현장에서 생성되는 Data 활용을 위해서는 Field 

Level, Process Level, Supervisory Level에서 필요한 

Data 수집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제조 현장에서의 Data 수집 및 활용의 이슈를 요약해 

보면, 

a) 기존 IT System과의 연계의 어려움

b) 이기종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의 어려움

c)  다양한 Fieldbus 및 Protocol로 인한 통신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림 4] Data 연계를 위한 제조 시스템의 Dat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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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은 Smart Factory를 구현하

는데 있어, 표준 네트워크 및 Protocol를 검토 및 설계 

하는 것이다. OPC UA, IIoT Platform/Gateway, IO 

-Link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표준 Protocol를 적용한 

산업용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제조 현장의 통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제어시스템의 연계

제어시스템은 PLC(Controller)를 중심으로 구성되

며, Logic 및 전기/전장 구성, HMI/SCADA와 같은 모

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제어반에

서 기존에 사용한 Relay, Switch, Timer, Counter 등

의 기능을 반도체 소자인 IC로 대체시킴으로써, 프로그

램이 변경 가능한 논리연산 제어 장치로 기존의 복잡한 

Sequence 제어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방식으

로 Sequence 제어를 용이하게 구현하도록 설계되었

다. PLC의 내부는 제어 연산부(CPU), Memory, 입출

력부, 전원부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시스템 설계 시의 고려 사항으로는 

첫째, 표준 규격(ISO, EN, IEC 등)에 의거한 설계가 

반영 되도록 검토하고, Logic 및 도면 설계에 적용되어

야 한다. 

적용 표준 규격 정    의

ISO 13849-1 제어시스템

ISO 14119 Interlocking 장치

EN 60204-1 배선 및 전기 안전

IEC 61508
모듈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별 기능 검증 

(V-Model 적용)

[표 2] 제어시스템의 설계 기준(예)

둘째,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으로 표준 기반 Ethernet 적용 및 OPC UA 기술 적용, 

다양한 Fieldbus 대응 가능, Safety를 고려한 Protocol 

적용으로 Safety Data의 안정적인 전송이 되도록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조산업의 핵심 역량과 

Engineering의 역할

1) 제조산업에서의 핵심 역량

‘제조산업의 핵심 역량’이란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운

영 기법 및 기술이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Engineering, 

제조 운영 역량, 기반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특히 Engineer 

ing은 공장 지능화를 위한 기본 요소이며, 이는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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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LC 및 제어시스템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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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Smart Factory Framework에서의

Engineering의 역할

Smart Factory Framework은 Smart Factory를 구

현하는 추진 체계이며, Engineering 관점에서는 Data의 

통합 및 활용, 공정/설비/물류 자동화를 통해, Smart 

Factory 구현의 기반이 되도록 Framework이 구성되

어야 한다. 

Smart Factory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조 공장

에 Value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Value는 제조 공

장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Smart Factory에서 생

산된 제품(Product)이 고객에게도 Value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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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조 산업의 핵심 역량 분류

Engineering

[그림 8] Engineering 관점의 Smart Factory Framework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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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 Value를 제공하는 Smart Factory

Value를 제공하는 Smart Factory는 신기술을 적용하

여 단순히 ‘공장을 Smart’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기업 입장에서 제조 핵심역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역

량을 체계화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Engineering과 제조 운영 역량을 최적화하고 고

도화할 수 있는 방법(Tool)으로, ICT 및 신기술을 융합

하여 Smart Factory를 완성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 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

운 기회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Smart Factory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 및 기업 

경영의 바탕이 되는 일련의 혁신 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Smart Factory

는 이를 풀 수 있는 Solution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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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조 핵심역량을 토대로 한 Smart Factory 개요

운영 역량 및 Engineering 기술을 토대로 ICT를 융합한 Smart Factory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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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ICT의 융합을 통한 Smart Factory 

주) IoT : Internet of Thing, VR : Virtual Reality, AR : Augmented Reality, AI : Artificial Intelligence

[약어 설명]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 Internet of Things

•CPS : Cyber Physical System

•AI : Artificial Intelligence

•PAC :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

•HMI : Human Machine Interface

•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IIoT : Industrial IoT

•OPC : OLE Process Control

•OPC UA :  Open Platform 
Communication Unify 
Architecture

•VR : Virtual Reality

•AR : Augmented Re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