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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는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더

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되었

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정책 

수립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산업 현장을 포함한 모든 일에 스마트 팩토리 구현이 

핵심 성공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그럼 우리 회사도 스

마트 팩토리를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해답을 찾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

들겠다고 하고,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

라는 강박관념이 생길 정도다. 하지만, 왜 스마트 팩토

리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

로 개념이 정의되고 구현 방법이 제시되면서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이 부족

했다.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학자, 학술기관, 컨설턴트와 기

술을 공급하는 IT 기업들에 의해 만든 사람(공급자) 입

장에서 정의되고 보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장점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중심으로 너무 강조되어 ‘스마트 팩

토리만 구현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환상을 가지

게 했고, 너도나도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는데 집중하

여 진짜 중요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잊는 현상

이 발생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필수적으

로 도입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기업에서도 기회가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ERP

를 도입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입

하여 ERP를 도입했다. 물론 ERP는 성공적인 기업 경

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당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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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업이 효과를 맛보기보다는, 왜 했을까라는 회의감

에 직면했다. 정부도 한때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고 

ERP 보급에 앞장섰고, 이때 방법도 왜 해야 하는지, 무

엇을 위해 ERP가 필요한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중소기

업에 ERP를 보급했는지가 목표였다.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면 시간과 돈을 직접 투자하고, 결과에 대해 실제 책임

지는 주인(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

트 팩토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급자

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

용자는 스마트 팩토리을 구현 이후 개선된 기업 경쟁력

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고 도입하

는 초기 단계까지는 접근 방식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새로운 다양한 이론과 기술이 

만들어지고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

는 기업보다는 학계, 연구소, 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것

이 맞다. 그리고 기업은 배우고 따라가는 기간이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 나온지도 오래되었고, 

방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보이기 시작했으며, 성

공 사례들도 제법 나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공급자가 

주인공이면 안 된다. 이제는 실제 사용하고 결과에 대

해 책임져야 하는 기업, 즉 사용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스마트 팩토리 접

근 방식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학술적이고 개념적

이였던 것을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바꾸고 몇 개의 중

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언제까지 보급한다라는 정책 

주도의 실적 관리에서 기업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투자자본수익률(ROI : Return on investment) 관점으

로 바뀌어야 한다. 

IT 기술 중심에서 해당 업종의 산업 기술과 IT의 융

합 기반으로, 급진적 접근보다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접진적 접근, 획일화된 표준보다는 기업의 특징

에 맞춘 수용 가능한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왜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하는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스마트 팩토리가 왜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은 것이 

원가 절감이였다.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이유는 막연

한 것이 아니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스마트 팩

토리는 늘 기업에서 필요로 했던 것이지만, 기술 부족

과 비용 부담 때문에 실현하기 힘든 것이였다. 하지만 

ICBAM(IoT, Cloud,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t, 

Mobile) 기술이 발달되고, 도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스

마트 팩토리 구현이 더 많은 기업들에게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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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

•학술적 / 개념적

•정책 주도

•ICT 기반 : 일반 기술

•급진적 접근

•엄격한 표준화

⇨

사용자 중심

•실질적/실용적

•가치 중심

•융합 기반 : 업종 특화 기술

•점진적 접근

•수용적인 표준화

[그림 1] 스마트 팩토리 접근 방식의 변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기업 경

쟁력의 기본으로 생각했던 QCD(Quality, Cost, Delivery)

를 혁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오랫동안 가지고 있

던 과도한 재고, 긴급 주문처리, 잦은 생산 중단, 악성 

품질 문제 등 수많은 혁신 활동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이유로 해결에 실패한 고질적인 당면 

문제점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단을 통해 정확한 처방을 먼저 

모든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를 고민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경쟁사보다 늦기전

에 해야 한다는 압박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신문, 잡

지, 논문 등에서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지멘스 암베

르크 공장처럼, 스마트 팩토리을 구현하면 될까? 만약 

암베르크 공장처럼 투자하고 구현하고자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빨

리 기업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선택을 한 것일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한다

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할 것이다. 적절

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프거나 지금보다 

건강한 신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 정확한 병명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복용하여 나았다고 하여 같은 

약을 먹는다면 과연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아 기초 체력이 형편없는 사람이 건강해

지겠다고 갑자기 마라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

는 뻔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

지 않고 자신의 경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

는 약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이다. 증상과 상태, 나이, 성별, 체력 등 모든 조건이 다

른데, 남들이 먹고 나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맞지

도 않는 약을 사용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과잉 복

용으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나중에 올바른 약을 

투약해도 효과가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접하는 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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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mart Factory 도입 계기

[그림 4]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모습

□과도한 재고와 이로 인한 가격 인하, 그리고 제품 가치의 하락

□ 정확하지 못한 납기 회신(Order Promising)과 이로 인한     
고객의 수요 대응 부족

□낮은 자산 운용율

□잘못된 제품 구성(Product Mix)으로 인한 수익의 하락

□빈번한 재고 고갈과 이로 인한 급배송(Expediting)

□긴급 수요에 대한 부적절한 공급 관련 대응

□복잡해져 가는 제품 구성과 짧아지는 수명주기

□ 단방향적인(Unidirectional) 계획 능력과 이로 인한 공급망 
전체 최적화의 어려움 

 [그림 3] 기업의 고질적 문제들(예시)

내부적인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73%

13.5% 13.5%

경쟁업체 숫자의 증가로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Source : ETRI,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위한 제조 현장 실태 조사(2015)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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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의 대부분은 우리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답을 준

다면 ‘진단을 먼저 받아’라는 것이다. 회사의 경영목표

와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진 일들은 수행 역량, 긴급성을 따

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나만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 로

드맵을 작성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시야를 넓히면 생각지 않은 다른 기회 있어 

스마트 팩토리 도입 목적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조

라는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히고 기존의 틀을 깨고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성공적으로 찾아내고, 사업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기업 GE이다. 물론, 최근 GE

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다. 

GE는 에디슨이 설립하여 100년 이상된 대표적인 제

조업체로 최고 위치까지 갔던 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발전 터빈, 항공 엔진 등 다양하다. 2015년 GE는 프레

딕스(Predix)라는 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PaaS)을 발

표했고, 이를 통해 제조의 절대강자가 소프트웨어 영역

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엔진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정비 서비스를 하다가 엔

진에 센서를 부착하고,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 고장을 

사전 예지하여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고객 기업 

성과를 높이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제조회

사로의 성장 한계를 뛰어넘어 정보를 만들어 판매하고, 

제공된 정보 서비스로 인해 제품 판매로 다시 연계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당시 CEO였던 제프 이

멜트는 GE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선언했고 실제 

[그림 5] 스마트 팩토리 현 수준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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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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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이상추적, 
공정 시뮬레이션

Predictable 
실시간 작업할당 

및 공정제어

Innovating 
실시간 생산계획, 
지속적 공정개선

품  질
Intial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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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ptive 
실시간 품질분석 

및 최적대응 

설  비

Planned 
Maintenance 
일상정비, 

설비업체 의존

Preventive 
Maintenance 
TBM/UBM, 

정비 기준관리

Condition based 
고장 원인분석, 
Alarm/Alert 통보

Risk based  
Maintenance 
FMEA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Performance 
based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지정비

에너지
Not Engaged 
에너지 관리 

없음

Managed 
경제적 목적의 
1회성 효율화

Defined 
정기적으로 일부 
설비에 효율화

Measured 
대부분 설비에 
에너지 효율화

Optimization 
상향 평준화

(전체 효율 Up)

안  전 Pathological 
안전관리 없음

Reactive 
사고발생시, 

안전대응/관리

Calculative 
모든 위험요소를 
시스템으로 관리

Pro-Active 
사전 예방 및 
위험요소 발견

Generative 
위험 사전감지 및 

원인 제거

[스마트 팩토리 성숙도 진단표]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 

[스마트 팩토리 전략 방향] 

    제조기업 
현 수준  

품질

생산

설비

안전에너지 

높음

높음낮음 투자효과

기술 
수준

선진 기업 수준

중기 장기

중기

단기

최종
목표

2
단계

1
단계현

수준



전사 매출 중 10% 이상이 플랫폼 판매 등 S/W를 통해 

발생했다. 

GE가 최근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CEO도 교체되

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인터넷 비즈니스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평가절하하면 안된다. 원

인은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 조절을 못한 계획의 

실패로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 팩토

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

양할 수 있으므로 틀에 얽메이지 말고 유연하게 접근하

라는 것이다. 

남과 나는 다르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기업별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스

마트 팩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후장대(重

厚長大) 산업의 대표주자인 P사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마스트 플랜을 세우는 단계에 철강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강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한 P사 고유의 스마트 팩토

리를 설계했다. 

P사는 철강 특화 장비 중심의 장치산업으로 조립산

업과 비교하면 생산경로가 고정적이고 연속 제조로 원

료 투입 이후 생산 도중에 함부로 경로를 바꿀 수가 없

다. 대표적인 성공한 스마트 팩토리로 소개되는 지멘스 

독일 암베르크 공장에서는 생산 흐름이 매우 유연하여 

후속 설비에 고장이 생기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정

상적으로 생산되는 옆 라인으로 손쉽게 조정 가능한 것

을 보여준다. 하지만 철강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P사는 암베르크 공장처럼 스마트 팩

토리를 구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암베르크 공장처럼 스마트 팩토리를 구

현하면 P사 같은 기존 장치산업 기업은 공장을 거의 새

로 지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 규모가 크고 ROI 

(투자자본수익률)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의사결

정이 어려운 상황이였다. 

이런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많은 설비 교체 등 하

드웨어적인 스마트화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을 

선택했다. 이때 또 하나 P사가 중요시 한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였다. P사의 목적은 설비 강건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였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지가 명확하게 되었다. 

P사가 고려했던 또 하나는 투자 규모였다. 당시 P사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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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E 서비스 비즈니스의 변화

GE 서비스 비즈니스의 역사

빅 아이언
(Big Iron)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현재

장기 서비스 고객기업 성과

개별 비즈니스 
단위로 부품, 

유지보수 및 정비 
서비스 제공

고객 기업에 
필요한 토털 
서비스 제공 

위험분산 서비스 
중요 기술 
업그레이드

프레딕스(Predix)TM 
& 프리딕티비티

(Predictivity) 
고객기업 성과 증대

부품 및 정비

[그림 7] GE 프레딕스 플랫폼의 모습

Anytime anywhere 
Mobile AccessElastic and scoloblo

Cloud   End-to-end 
Cyber-Security

Modern and contextual 
User Experlence

Distributed 
Edge Computing

PaaS for Industrial 
Internet

Predictive insights from 
Analytics

Integrate and manage 
Industrial Data

Predix™



는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행히 P사의 설비 

자동화 수준은 세계 제철소 중 최고였고, 설비 성능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는 추가 설비 자동화 투자보다는 

설비의 상태를 예지하여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

치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 지능화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P사는 남들과 달리 하드웨어

가 아닌 소프트웨어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국 가 주요 내용

미 국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첨잔 제조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독 일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Industry 4.0'을 발표
•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등 추진 

일 본
일본산업부흥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발표
• 비교우위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 육성 및       

확보 체계 개혁, 지역 혁신

출처 : 소아영, 4차산업혁명화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 산업동향, 2017, 융합연구정책센터

[그림 9] 주요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특성에 맞춘 차별적 스마트 팩토리 구현은 국가별로

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은 국가 특

성과 상태에 맞게 각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미국은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어 민간 중심으로 스타트

업 육성과 플랫폼을 통한 첨단 제조혁신, 독일은 민관 공

동으로 제조와 ICT 융합을 목표로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의 표준이 되려고 하고, 일본은 관민 합동으로 자신에 맞

는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작은 것이라도 실행으로 옮겨라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많

은 고민을 하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완벽한 계획을 

만드느라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좋은 계획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진단을 통해 나의 수준이 파악되고, 나에게 맞는 스마

트 팩토리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목표가 만

들어지면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해 봐라.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을 구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느라 시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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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반 제조 vs 철강산업 간 공정 특성 비교

소재/부품 
+ 

시맨틱 메모리* 
가열로 

Reheating Furnace

조압연 
Roughing Mill  사상압연 

Finishing Mill 

가변 생산경로, 가변 자재운반 경로

不연속 제조공정 (모듈공정) ⇨ 자율·분산제어

범용장비 중심

설비 고장은 한 기계에만 영향
⇨ 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활동 가능

고정 생산경로, 고정 자재운반 경로

연속 제조공정 (일관공정) ⇨ 중앙·집중제어

전용 특수장비 중심

하나의 설비 고장은 공장 전체에 영향
⇨ 생산 인력은 일이 없고, 설비 비용 계속 발생

 열간교정기 
Hot Leveller

가속냉각 
Accelerated Controlled 

Cooling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

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찾아 사용하는 사용 제품이 

아니고, 직접 부딪쳐 만들어야 하는 제작품이다. 물론 이

때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ICT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겪어보고 얻는 경험이다.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실패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

을 두려워 하지 마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

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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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hink Big, Act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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