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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란? 

팩토리 (Factory, 工場)

제조시설(건축물, 설비와 공구, 제조공정 등)을 갖추고

원재료(원자재)를 가공,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장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知能工場)

기존의 제조환경에 첨단ICT융합이라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전된 팩토리에 대한 개념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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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예시

지능화 팩토리

개인화 서비스 팩토리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공장으로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유연생산 체계를 갖춘 지능형 공장

소량생산을 통해 초기 진입비용을 낮추고, 
웹을 통해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자동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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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예시

친환경 팩토리

소음과 오염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남는
열을 지역 난방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도심형 공장

인간중심 팩토리

모바일 기기 또는 웨어러블 기기와 가상/증강현실
UI기술을 이용하여 공장의 작업자가 보다 편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 중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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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역사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3차 산업혁명
(1970년 이후)

4차 산업혁명
(2020년 이후)

2차 산업혁명
(20세기 초반)

• 배경
값비싼 노동력, 
저렴한 석탄가격, 
과학기술 발전

• 전개
증기기관, 방적기 등 기계발명
→기계혁명

• 공장형태
기계를 이용한 공장
(가내수공업→공장수공업)

• 배경
철도/선박 교통수단 발전, 
철강대량생산
석유의 발견 및 전기의 발명

• 전개
산업혁명전파(미국,독일 등)
→생산혁명

• 공장형태
분업화된 대량생산 공장
(공장수공업→대량생산공장)

• 배경
공작기계, 산업용로봇 도입
컴퓨터 및 인터넷 발전
고객 요구의 다양화

• 전개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소비혁명

• 공장형태
자동화된 공장
(대량생산공장→다품종소량
생산공장)

• 배경
사물인터넷(IoT)기술 전개
인공지능 SW 기술 발전
재생에너지 혁명

• 전개
자율생산 기능의 지능공장
→新제조생태계

• 공장형태
지능화된 공장
(다품종소량생산공장→
개인화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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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장의 역사

산업육성 기반
3F(Fund, Fuel, Fertilizer)

경공업 육성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중화학공업 육성
제3차 경제개발 계획

1972년

전자산업 육성
전자산업진흥법 개정

1980년

ICT산업 육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년

신성장동력 정책
차세대 신성장동력

2004년

1954년

가내
수공업

창조
경제

분업형 수공업 형태의 공장
(섬유․합판․가발․신발 등 경공업 제품)

기계화 및 대량생산 공장
(철강․자동차․조선․전기․섬유화학 등)

단위공정 자동화 공장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통합생산 공장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다품종소량생산 공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등)

2013년

현대자동차 자체 생산라인의 자동화율 95%

가발: 70년초까지 수출의 10%이상 차지하는 주력산업

(석탄산업철도, 화력발전소, 비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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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을 보는 시각

New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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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정책적 동향

정부 R&D와 산업기술간 격차 극복을 위한 TRL 4~7단계 연구

출처: AMP Steering Group

기술격차를 해소 및 제조혁신을 위한 NNMI 협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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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 정책적 동향

출처: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c initiative INDUSTRIE 4.0

Industry 4.0 Reference Architecture

Different perspectives in Industry 4.0 referen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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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조업생산증가율
3분의 1토막

제조업성장률 지속적 하락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 이제는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제조업 혁신 3.0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산업혁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스마트 산업혁명은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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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 ICT기반 커넥티드 스마트팩토리
기본계획(안) 수립

• 제조 ICT융합을 통해 기존 제조업
을 혁신하고 나아가 新시장 新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 2017년까지 미래형 스마트팩토리
모델 제시, 실증 및 보급

• 단계 별 기반핵심 기술개발 추진

• 제조업 혁신 3대 전략, 6대 과제
추진안 발표

(3대전략)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 역량 강화 및 제조혁신
기반고도화

• 2020년까지 1만개 공장 스마트화

• IT·SW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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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제조혁신의 방향

기술의 발전

• 3D프린터, 차세대로봇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제조공정 혁신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증강현실 등을 통한
제조ICT융합

•인공지능 SW 기술의 발전
에 따른 제조 지능화

시장의 변화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한 맞춤형 제조 및
개인화 제조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에
대응한 신속제조

•제품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가치 요구에 따른
제조 서비스화

제조환경 변화

•자동화, 지능화를 통한
유연 혼류생산 공장

•공장 작업자의 근로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중심 공장

•환경, 에너지, 재해를 고려한
안전한 친환경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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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에 의한 미래 제조혁신

Intelligence
지능화 공정

Servitization
제품공장 서비스화

Human-Centric
인간중심 환경

Personalization
개인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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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의 스마트팩토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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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개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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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vs. TO-BE

개방형 지능공장 운영 SW 플랫폼

스마트 부품/제품 스마트 소셜 기계 스마트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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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국가 전략

•한국형 제조혁신 모델
및 실천전략 수립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창업 기회 제공 및
고급 일자리 창출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산업혁명

기존 공장의 고도화를 위한
R&D 및 실증확산 사업을 통해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

미래 스마트팩토리 제시를 위한
R&D 및 실증확산 사업을 통해
新제조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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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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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스타트업 @ USA

미국은 제조업 창업의 성장을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인식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체계 구축

2010년부터 미국 제조업 분야 고용은 65만 명 증가했으며, 이전 20년 동안 가장 빠른 증가세
(미 대통령 직무실, 2014. 7)

Boxee Makerbot Leap Motion

Pivot Power

OuyaNEST

Pebble Fitbit Jawbone 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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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스타트업 과정을 살펴보자

※출처: The Lean Hardware Startup, TechCrunch, 2014

Concept

Minimum
Function
Prototype

First
Factory
Run

Retail

Complete
Function
Prototype

Target: Validate a problem
(idea feasibility, market demand)

Target: “It works”
(not design & ergonomics but function )

Targets: “It looks real”
(attractive real prototype)

Target: “We’re shipping”
(free order & manufacture)

Target: “Get in store”
(sell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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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스타트업 과정을 살펴보자

Concept

Minimum
Function
Prototype

Retail

① 개인의 아이디어 (또는 기업의 신제품 아이디어) !!

② 메이커공간에서 DIY 제작

First
Factory
RunComplete

Function
Prototype

③ 제품 생산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회사로부터 투자유치

④ 온라인 소싱 마켓플레이스에서
최저 생산가능 수량/비용 입찰

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

※출처: The Lean Hardware Startup, TechCrunch,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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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스타트업 @ Korea

• 대부분 생계형 창업
- 전자, 정보통신분야 창업률 하락
- 평균 생존기간 3.4년, 생존률 24.6%

• SW중심 스타트업
- 스마트업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SW
- 유사 서비스 양산으로 Red Ocean화

• 취약한 스타트업 생태계
- 밴처 신규투자 약화
(7년이상 기업 VC투자가 50% 이상)

- 민간 VC보다 정부자본에 의존

• 아이디어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아이디어 제안, 공유, 공모 등

• 기술 멘토링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 지원
-아이디어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사업화
- IP화 지원 (출원비용 50% 지원)
- 멘토 기업의 사업화



24

하드웨어 스마트업의 캐즘

Location of Chasm @ USA Location of Chasm @ Korea

MFP CFP FFR

개방형 생태계 구조 (Open HW/SW)

디지털제조도구 기반 개인창작공간
(FabLab, HackerSpace, …)

스타트업 지원 민간 플랫폼 활성화
(Quirky, Y Combinator, KickStarter, …)

다양한 출구전략
(M&A, 스타트업 중심의 시장)

초기 생산 후, 생산 확대 시기에 ‘죽음의 다리’ 존재

※출처: The Lean Hardware Startup, TechCrunch, 2014

창조경제타운의 무한상상실 및
민간 DIY 창작소

전통 공장을 통한 생산 비용 필요
(초기 생산의 진입장벽)

초기 생산 시도 단계에서 ‘죽음의 다리’ 직면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VC, 엔젤투자가 중심의 투자문화
부진한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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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Concept

Retail

Target: Validate a problem
(idea feasibility, market demand)

Target: “It works”
(not design & ergonomics but function )

Targets: “It looks real”
(attractive real prototype)

Target: “We’re shipping”
(free order & manufacture)

Target: “Get in store”
(sell online)

MFP

FFR

CFP

Minimum Function
Prototype

Complete Function
Prototype

First Factory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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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디지털 제조설비 중심
의 마이크로 스마트
팩토리 모델 구축

• 기존 첨단ICT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 핵심기술 개발

•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 결과물

적용, 시험.검증
• 기술 결과물 산업계
이전 및 전파

• 기술고도화
• 창조경제타운 등 연
계한 실제운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과
연계한 보급 확산 추진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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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생산을 위한 소규모 공장이 웹처럼 지역적으로 분포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신제조업 경제 건설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와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업가를 위한 창업 기회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실현 엔진 제공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新제조생태계 제시

국민의 Idea-To-Market이 가능한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공장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엔진 제공

Smart
Factory
Smart
Factory



for details about the project , please email to hyunkim@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