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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주요 수행내용

시범 구축사업 개요

향후 계획 및 정리

공장 운영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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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의 정의 및 의미
스마트공장 개요

전통 제조산업에 ICT를 결합하여 개별공장의 설비(장비)‧공정이

지능화되어 서로 연결되고(네트워크화), 모든 생산정보(지식)이

실시간으로 공유(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공장으로, 

더불어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상‧하위 공장들과 연결되어

협업적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생산체계

스마트공장의 정의

à 기존 ICT와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생산빅데이터 등 첨단 ICT를 활용함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실현은 가능

· 기업내부 측면: 기업별 제조 수준ž환경을 고려한 내부 역량 강화
· 기업외부 측면: 기업간 연결의 폭ž깊이를 고려한 가치사슬 역량 강화
ð 중소/중견/대기업 공장이 개별적인 완성도를 갖으면서, 가치사슬

상에서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생산체계 모델

스마트공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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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분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ICT 미적용
∘ 기업내부: 생산설비, 물류 등의 모니터링･관리가

수작업, 종이문서 등에 의하여 운영

Industry 2.0
(대량생산･자동화)

기초 수준

(Smart Ready)
∘ 기업내부: 생산설비, 물류 등의 정보를 기초 ICT (바코드

등)를 활용하여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생산관리 구현

Industry 3.0
(기존ICT 접목)

중간 수준

(Smart Ready+)

∘ 기업내부: ICT(센서, IoT 등), 빅데이터, 자동화 설비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최적화된 생산운영 환경 구축∘ 기업외부: 상ž하위 1계층 협력사들과 온라인 연계

Industry 3.5
(첨단ICT 접목)

고도화수준

(Smart Advanced)

∘ 기업내부: 실제와 가상이 결합된 고도화된 ICT와자동화

설비를활용하여지능화된 완전한 자동 생산체계 구축∘ 기업외부: 산업분야별가치사슬이실시간연계된생산체계

Industry 4.0
(최종목표)

스마트공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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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개념(고도화 수준)

자동차 부품업체

기계 부품 업체

생산 빅데이터

공정1 공정2 공정3 공정N

자동차 모듈
부품 업체

기계 모듈
부품업체

네트워크 미들웨어

자동화 기계ž설비운전

가상공장
모델

최적화

생산현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재고ž물류 제조실행
(에너지)

설비보전 품질분석

스마트공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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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기업의 이슈

중소 제조공장(뿌리기업 등)

(제조기술+ICT 융합)

Ÿ 기존 노후화된 설비/장비 활용

Ÿ 현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Ÿ 시스템 유지보수 문제(인력, 비용)

주요 이슈

à 산업용 IoT 구현/활용

à 실시간 모니터링, 제조이력
관리, 품질문제 대응

à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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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및 내용

n 사업 명:   중소 제조기업 보급용 한국형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 및 시범적용

n 사업목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ICT 응용 기술개발 및 시범 구축ž운영

n 사업기간: ’14.08~’16.03 중, 1차년도(’14.08~’15.03) 진행 중

n 사업내용:

스마트공장 구축ž시범운영생산 데이터 실시간 취득 생산현장 데이터 활용ž응용

실시간 데이터 취득용 보급형
스마트 I/F 디바이스 개발

실시간 데이터 취득용 보급형
스마트 I/F 디바이스 개발

실시간 생산현장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개발

실시간 생산현장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개발

공정변수, 품질예
측 및 검증기술

공정변수, 품질예
측 및 검증기술

스마트공장 통합 환경 구축
및 시범 운영

스마트공장 통합 환경 구축
및 시범 운영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표준화/보급확산 방안 수립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표준화/보급확산 방안 수립

4M 통합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

4M 통합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

생산현장 빅데이터 분석기술생산현장 빅데이터 분석기술

설비 예지보전
및 통합관리

설비 예지보전
및 통합관리

시범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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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I/F
디바이스

생산현장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생산현장

인트라넷(보안)

중소기업용 스마트공장 모델 개념도

주요 수행내용

기업별 맞춤 서비스
(전용 서버)

• 생산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 생산운영 관리(계획/실적비교)

기업 2 기업 n

……

제
조
기
업

생
산
현
장

외
부
서
비
스

영
역

업종별 특화 서비스
(생산빅데이터 공용 서버)

• 업종별 생산현장 데이터 분석
• 업종별 생산운영 패턴 분석

현장
단말기

PC

기업 1

사무실

로
컬
서
비
스

가
능
한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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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데이터 실시간 취득 기술 개발
주요 수행내용

인트라넷
무선 AP

인터넷

C
o
m

m
u
n
ic

at
io

n
 

M
an

ag
er

Se
rv

ic
e 

In
te

rf
ac

e

Monitoring Manager

Resource Manager

Sensing Data Manager

Data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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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Manager

Resource Manager

Sensing Data Manager

Data Translator

생산현장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센서(용탕센서 등) 추가

스마트 I/F 디바이스
다이캐스팅 장비 컨트롤러

IoT Manager

RealTime Data 
Manager

Se
tu

p
 M

an
ag

er

Point Manager

데이터 수집 항목
- 기본 데이터
- 주조 공정조건
- 형체 조건
- 스프레이 조건
- 작업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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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 데이터 활용ž응용 기술 개발
주요 수행내용

데이터 활용ž응용
주요 기능

- 생산현황 모니터링

- 생산계획/진척 관리

- 현장 품질관리/대응

- 설비 유지/보전관리

- 공정 빅데이터 분석

- 품질예측 시뮬레이션

……

데이터 활용ž응용
주요 기능

- 생산현황 모니터링

- 생산계획/진척 관리

- 현장 품질관리/대응

- 설비 유지/보전관리

- 공정 빅데이터 분석

- 품질예측 시뮬레이션

……

현장 단말기용 현장관리 시스템

현장
단말기

사무실용 운영관리 시스템

사무용
PC

인터넷

생산현장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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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운영환경 개선 항목

4. 설비 관리4. 설비 관리

1. 생산정보 관리 및 활용1. 생산정보 관리 및 활용

3. 공정 데이터 활용3. 공정 데이터 활용

5. 공장 현황 파악5. 공장 현황 파악

중소제조기업용

스마트공장

2. 작업 관리 단위2. 작업 관리 단위

공장 운영환경 개선



12

[1] 생산정보 관리 및 활용 BEFORE

§ 작업일지의 수기 작성(작업자) 및 수동 집계(엑셀화 작업)
→ 생산정보 디지털화의 어려움 및 관리의 한계성 직면

§ 수집 데이터의 단순 통계분석 → 현장의 잠재적 문제점 도출 안됨

§ 작업일지의 수기 작성(작업자) 및 수동 집계(엑셀화 작업)
→ 생산정보 디지털화의 어려움 및 관리의 한계성 직면

§ 수집 데이터의 단순 통계분석 → 현장의 잠재적 문제점 도출 안됨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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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보 수집환경(작업자, 설비)

§ 생산정보 수집의 편의성 확보: 설비-자동수집, 작업자-터치패널 입력

§ 생산정보 이력 조회ž분석 및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 제공

→ 보이지 않던 잠재적인 현장의 문제점 도출 및 업무효율 향상

§ 생산정보 수집의 편의성 확보: 설비-자동수집, 작업자-터치패널 입력

§ 생산정보 이력 조회ž분석 및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 제공

→ 보이지 않던 잠재적인 현장의 문제점 도출 및 업무효율 향상

작업수행 이력 조회

[1] 생산정보 관리 및 활용 AFTER

월 단위 시간대별 실적 분석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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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관리 단위 BEFORE

§ “작업지시” 단위로 생산실적 관리: 1~2천개 부품/작업지시 당
à 작업지시: 작업자 1명의 작업 Shift 기준으로 할당

§ 생산현장의 부품은 “묶음(LOT)” 단위로 적재되서 이동(공정이동 전표 부착)
→ 관리는 작업지시 단위로 진행 (전자부품은 LOT당 1~2백개)

§ “작업지시” 단위로 생산실적 관리: 1~2천개 부품/작업지시 당
à 작업지시: 작업자 1명의 작업 Shift 기준으로 할당

§ 생산현장의 부품은 “묶음(LOT)” 단위로 적재되서 이동(공정이동 전표 부착)
→ 관리는 작업지시 단위로 진행 (전자부품은 LOT당 1~2백개)

주조공정 이후, 
공정 사이의 이동 편의를 위해

“LOT”단위로 묶음

“작업지시”

작성 후 수거하여 엑셀 파일에서 별도 관리

주조 작업일지

“LOT”

공정 이동전표

전체 공정을 거친 이후 집계되지 않음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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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관리 단위 AFTER

§ 작업 관리 단위를 “작업지시”에서 “LOT”로 변경(정밀화)

§ 작업지시에서 LOT 단위 분해 가능 및 공정이동 전표 발행(출력) 가능

§ LOT 단위로 불량 집계, 추적 및 작업진행 파악 가능

§ 작업 관리 단위를 “작업지시”에서 “LOT”로 변경(정밀화)

§ 작업지시에서 LOT 단위 분해 가능 및 공정이동 전표 발행(출력) 가능

§ LOT 단위로 불량 집계, 추적 및 작업진행 파악 가능

작업지시를 LOT 단위로 분해

공장 운영환경 개선

현장에서 공정이동 전표 발행작업 진행현황 LOT단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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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데이터 활용 BEFORE

§ 작업자는 주조작업 표준서에 따라 주조설비에 공정변수 설정
→ 설정 값대로 주조설비에서 실행되지 못함

± 금형상태, 기계상태, 공장 온도/습도 등의 원인으로 설정 값대로 수행되지 않음 → 실행 값의 집계가 필요

§ 현재는 작업자가 설정 값만 수기로 작성/관리 → 불량원인 파악 한계

§ 작업자는 주조작업 표준서에 따라 주조설비에 공정변수 설정
→ 설정 값대로 주조설비에서 실행되지 못함

± 금형상태, 기계상태, 공장 온도/습도 등의 원인으로 설정 값대로 수행되지 않음 → 실행 값의 집계가 필요

§ 현재는 작업자가 설정 값만 수기로 작성/관리 → 불량원인 파악 한계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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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데이터 활용 AFTER

§ 주조 설비별 공정조건 데이터 수집: 자동집계(스마트 디바이스)

§ 공정조건 데이터 이력 조회 및 품질문제의 원인파악 가능

§ 공정조건 실행 값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품질불량 원인/예측 가능

§ 주조 설비별 공정조건 데이터 수집: 자동집계(스마트 디바이스)

§ 공정조건 데이터 이력 조회 및 품질문제의 원인파악 가능

§ 공정조건 실행 값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품질불량 원인/예측 가능

공정조건 데이터 이력 조회불량 요인별 영향도 분석 품질 예측 시뮬레이션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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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 관리 BEFORE

§ 설비점검 기준 및 일상점검에 의한 주기적인 활동을 통한 고장 예방

§ 정기점검에 의존하다 보니 갑작스런 고장에 취약(직접적인 손실 발생)

§ 설비점검 기준 및 일상점검에 의한 주기적인 활동을 통한 고장 예방

§ 정기점검에 의존하다 보니 갑작스런 고장에 취약(직접적인 손실 발생)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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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 관리 AFTER

§ 설비 보전 모니터링 기반 예지 보전 가능(사전 조치)

§ 설비 고장 시점 및 이상 부분 추정(예측) → 해당 부분의 집중관리 가능

§ 설비 보전 모니터링 기반 예지 보전 가능(사전 조치)

§ 설비 고장 시점 및 이상 부분 추정(예측) → 해당 부분의 집중관리 가능

고장 예지 모니터링설비 보전 모니터링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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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현황 파악 BEFORE

§ 작업자로부터 작업 상황 보고나 관리자가 직접 현장 방문
à 관리자가 생산현장 상황을 유추하여 정리

§ 공장의 생산운영 현황의 실시간 파악은 불가능

§ 작업자로부터 작업 상황 보고나 관리자가 직접 현장 방문
à 관리자가 생산현장 상황을 유추하여 정리

§ 공장의 생산운영 현황의 실시간 파악은 불가능

공장 운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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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현황 파악 AFTER

§ 작업 진행현황(현재 생산량, 계획 대비 생산 달성률) 실시간 파악

§ 설비 운영현황(가동 여부, 작업중인 품목) 실시간 파악

§ 이상/문제 공정 실시간 파악 → 신속한 조치 가능(손실 최소화)

§ 작업 진행현황(현재 생산량, 계획 대비 생산 달성률) 실시간 파악

§ 설비 운영현황(가동 여부, 작업중인 품목) 실시간 파악

§ 이상/문제 공정 실시간 파악 → 신속한 조치 가능(손실 최소화)

작업 진행현황 실시간 파악설비 운영현황 실시간 파악

공장 운영환경 개선

이상/문제 공정 실시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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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현장적용 및 안정화

시범 적용기업의 시스템 활용 지원

현장 단말기용(작업자) 현장관리 시스템 사용 교육(On-site)

사무실용(관리자)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 교육(On-site)

시범운영을 통한 기능 보완/안정화(~‘15. 3)

통합 모니터링 기능 추가 (모바일 모니터링 기능)

기타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안정화

생산 빅데이터 기능 추가 (다양한 분석 기능)

센서 추가 (시범 적용기업과 협의 중)

향후 계획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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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술개발 이슈
향후 계획 및 정리

스마트 I/F
디바이스

생산현장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현장
단말기

PC

기업 1 기업 2 기업 n

……

업종별 특화 서비스
(생산빅데이터 공용 서버) 외

부
서
비
스

영
역

생산현장 사무실

기업별 맞춤 서비스
(전용 서버)

제
조
기
업

생
산
현
장

인트라넷(보안)

- 생산 빅데이터 수집/분석기술

- 시스템수준 CPS를 위한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

- 데이터기반 품질예측/대응 기술

- 장비제어를 위한
자율ž지능화 기술

- 장비수준 CPS 기술

- 기업간 생산물류/협업/정보연계
- 정보보안/시스템 구조 등 공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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