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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CT 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각종 전자기기의 

고도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자동화산업 

전반에도 IT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예전에도 IT라는 

단어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기계나 제조 설비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았다. 오히려 지금은 그 경계가 

없어진 듯하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자동화의 전

체 Ecosystem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요

구된다.

Open IIoT with Edge

김	지	영	과장	/	B&R산업자동화(유)

jiyoung.kim@br-automation.com

B&R의 Open Industrial IoT 솔루션을 통한 완벽한 연결 및 자동화 구축

- 자동화산업의 Digita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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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IIoT)는 제조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의 변화를 가져와,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의 비즈니스모

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면서 디지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 그 솔루션으로, B&R에서는 

기계 및 설비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완벽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포괄적인 서비스 

및 고도의 기술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적의 IIoT 솔루션으로서 B&R Solution

•플랜트 전반의 데이터 교환

•원격 데이터 접속

•이기종 소스 데이터 분석

•서로 다른 필드버스 기술의 통합

•제조 시스템의 디지털화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네트워킹함으

로써, 기업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그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IIoT의 정의

개별 장비에서 IIoT는 실시간 폐루프제어라 볼 수 있고, 

Greenfield 및 Brownfield에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

하여, 분석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장비 성능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생산라인에서는 고급 Edge Computing을 통해 라인

의 모든 모듈로부터 데이터의 중앙 수집을 가능케 하

고, BI 및 데이터 이력을 통해 장기 추세 분석 및 예측 

기능을 제공한다. 

공장 및 기업에서 Cloud Computing은 확장 가능하고 

다이나믹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제조를 위한 

관문으로서, 스마트기기의 연결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에 대한 새로운 가시적인 창을 연다.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 

- Smart Edge Computing

IIoT가 구축된 공장에는, 장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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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동응답 수행을 위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

고 처리된다. 과부하 없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B&R은 최고의 실시간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B&R Edge Device가 데이터

를 로컬에서 사전 처리(Pre-process)한 후, 원격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만을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용량

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B&R의 Edge Computing 하

드웨어는 소스에서 클라우드까지 안전한 데이터 전송

도 보장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성능 향상 기능 외에도, 

B&R Edge Solution의 여러 사전 처리 옵션들도 활용

이 가능하다.

B&R의 Edge Solution

B&R Edge Solution은 수집된, 사전 처리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에서는 나머지 연산작

업 수행 및 장기 보관한다. 결국, 그러한 장기적인 평가

와 예측을 통해 IIoT 현실화가 가능하다.

B&R Edge Solution은 Edge로서 기능과 역할에 따라 

Edge Connect, Edge Embedded, Edge Controller로 

나뉜다.

1) Edge Connect – 버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기본 

제어 기능 외에 safety 기능, 데이터 수집 및 인터넷 연

결 등을 제공한다. 즉, OPC UA를 통해 I/O layer에서 

직접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기 및 데이터의 

자동 검색을 지원하며, Methods & Events를 통한 분

산 지능도 갖추고 있다.

2) Edge Embedded – 앞의 Edge Connect 기능에 

데이터 저장을 지원하는 PLC 기반 솔루션이다. 다양한 

Mapp function을 사용하여 간단한 데이터 사전 처리

Edge Connect Edge Embedded Edge Controller 

Control 

Security 

Connectivity

Data 
aggregation 

Data 
historian 

Business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Logo-term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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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고, DB에 직접 접근, 표준 OPC UA 메커니즘

의 Embedded Security, 그리고 클라우드와 연결을 위한 

Embedded MQTT/AMQP client를 지원한다. 

3) Edge Controller – 장비와 라인의 제어 데이터를 

읽기 위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강력한 산업

용 PC로서, 기본 제어, Safety 기능, 데이터 수집 및 

로컬 DB 저장, 데이터 분석 및 트렌드, 리포팅 기능, 

BI 및 머신러닝과 관련된 개방형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

한다.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Edge Device에서 클라우드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Protocol이 필요하다. B&R은 널

리 사용되는 Protocol인 MQTT 및 AMQP를 지원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거나 간헐적 단락에도 데이터 패

킷이 안정적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OPC UA는 MQTT 및 AMQP 상에 전송될 수 있고, 

클라우드 밖에서 벤더와 관계없이 모든 장비가 OPCUA

로 네트워킹되어, 필드 레벨에서 클라우드까지 완벽한 

통신을 보장한다.

Greenfields 및 

Brownfields를 위한 IIoT Solution

B&R IIoT Solution은 신규로 구축된 장비 및 설비 

(Greenfields)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구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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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자산 활용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개선된 서비스 및 AS 

효과적인 자산 효율 관리 

종량적 사업 모델

효율적 Life cycle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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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개선 안내 

서비스 비용 절감

효율적 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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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fields)에도 아래와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 자산 활용의 최적화

- 영업적 추가 잠재성

- 서비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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