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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은 각종 자동화 장비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나라의 제조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

엔지니어링의 진화

지난 과거를 보면 대부분이 기구 중심의 프로세스와
엔지니어링 툴이 발전해왔고, 엔지니어링 밸류체인도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최우

기구 중심으로 통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모든 산업

선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가장 가시화가 빠른 분야가 스

에서 전장품의 비중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전 기/제어/

마트 팩토리이며, 스마트 팩토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소프트웨어 영역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구와 전기/

은 바로 장비/설비의 자동화, 스마트화이며, 이를 실현

제어, 소프트웨어 간의 통합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

해주는 핵심 기술 영역이 바로 “메카트로닉스”라고 할

두되고 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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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장비/설비가 스스로 동작하고 스스로 고

되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장진단 및 복구를 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동작
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구/전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개념설계부터

기/회로/제어/소프트웨어가 상호 통합된 형태의 메카트

기구/회로/제어/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메카트로닉스의

로닉스 엔지니어링이 기반이되어야 한다. 메카트로닉스

개념이 고려되어 상세설계, 시운전까지 연계되어 진행

엔지니어링은 각종 자동화 장비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합은 물론이고,

술이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한 나라의 제조

영역 간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도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어질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장비 간 또는 프로세스

결국,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가능하도

간에 데이터의 연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의 표준

록 하기 위해서는 기구-회로-소프트웨어 영역 간, 요구

화는 필수적인 사전 조건이 될 것이다.

사항-개발-제조 프로세스 간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엔지니어링 플랫
폼이 필요하다.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과거의 프로세스는 요구사항부터 제품 출시까지 기구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플랫폼

물 중심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즉, 기구-회로-소
프트웨어의 순차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구-

었고, 데이터와 프로세스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회로-소프트웨어 영역 간 엔지니어가 상호 실시간 정

있지 않았으며, 일원화되어 운영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보를 동기화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협업 환경이 제공

기구설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로/소프트웨어의 설계

되어야 하며, 그 기반 하에서 기구정보와 회로정보, 소

및 설계 변경 대응시간도 짧고, 심지어 설계 변경이 누락

프트웨어 정보 등 상호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어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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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고 그대로 끊김없
이 호환되어 활용되며, 이 모든 데이터는 Automation

즉, 하나의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구/회로/소프

ML, OPC UA 등의 표준화된 포맷으로 생산 및 운영 프

트웨어 영역 간에 관련 있는 모든 데이터가 상호 유기

로세스에 그대로 연계되어 자동화 생산할 수 있도록 지

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생산 및 운영에 표준화된 포

원한다.

맷으로 전달되어 생산 및 운영에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사 시스템 프로세스와 통합할 수 있도록 ERP/
PLM과 연계할 수 있는 EPIS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 레벨에서 글로벌 표준인 eCl@ss를 지원하는 데

 PLAN의 메카트로닉스
E
엔지니어링 플랫폼 아키텍처와 솔루션

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EPLAN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플랫폼은 글로벌

EPLAN은 서로 다른 영역 간 엔지니어링 정보를 상호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며, 모듈화를 통한 자동화 설계를

동기화하면서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지니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어(Syngineer), 유공압 설계, 회로설계, 패널 및 와이

향상시킨다.

어 설계, 하네스 케이블 설계가 하나의 단일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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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Smart Engineering and Production 4.0

최적의 와이어경로와 길이, 패널가공에 대한 설계를 하
고, 와이어 결선 정보는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그대로 별
도 전환 없이 공유된다. 설계가 완료된 데이터는 생산 장

SEAP4.0은 EPLAN, 리탈, 피닉스컨택 컨소시엄으로

비가 이해할 수 있도록 eCl@ss 정보를 Automation ML

Switchgear 제품에 대한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과정을

포맷으로 전달함으로써 생산 장비에서 그대로 생산할

디지털 부품을 시작으로 가상 3D 프로토타입을 생성하

수 있도록 한다.

여 제품의 표준 적합성에 대한 디지털 사전 점검에 이
르기까지 연속적이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SEAP4.0 컨소시엄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
고, E2E 완전 디지털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플랜 데이터 포털은 부품을 표준화된
형태로 22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 80만 개의 부품을 제
공하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과 생산 모두를 고려하여

맺음말

정보를 포함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산업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세
회로설계 시에 Electric P8에서 데이터 포털의 부품

스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이 가상물리시스템으로 통합되

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설계

는 것을 의미하며, 가상물리시스템은 임베디드 정보기

시간을 단축하며, Pro Panel에서 가상의 3D패널 상의

술(클라우드, 빅데이터/인공지능, 센서, 액추에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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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리적 요소에 내장되어 내부 상태 및 외부 환경에 대
한 스마트한 인지가 가능해야 한다.

EPLAN은 SEAP4.0, Smart FactoryKL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플
랫폼이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

스마트 팩토리는 인더스트리 4.0에서 가장 현실화되어

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실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공장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설비와 장비에

•Syngineer : Synchronous Engineering의 합성어

대한 자동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PIS : EPLAN Integration Suite
•Automation ML : Automation Markup Language

이러한 설비와 장비에 대한 자동화가 선행되기 위하
여 모든 제품/기계/기기에 전장품의 통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
링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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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 OLE for Process Control Unified
Architecture
•MQTT :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