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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50인 이상, 매출 100억이상 규모의 소제조업을 한 생산정보화는 그간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소제조업에서 평균 생산성 22%이상의 성과를 달성하 다. 

그러나, 50인이하, 매출 100억 미만의 국내제조업은 약 20만개 이상이 되고 있으나,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는 정보화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ERP, SCM 등과 같은 

기업정보화의 경우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모델을 개발하여 용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활성화되지 못했고 생산자원 4M (Man, Machine Material & Method)정보를 실

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생산정보화의 경우에는 기술  문제로 인하여 용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최근 RFID/USN, 개방형 임베디드, 모바일, 차세  인터넷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기술의 속한 발 으로 세계 산재되어 있는 복수 공장의 생산자

원을 앙에서 서비스기반으로 앙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0인 이하, 매

출 100억 미만의 군소제조업의 생산자원 4M을 유무선 센서 기술을 통하여 자율 재구성 능

력 (Autonomous Reconfigurable) 기반의 원격 리가 가능한 핵심기능의 소개와 복수 공장

의 다양한 생산정보화 애 리 이션을 단일 표  랫폼으로 구 할 수 있는 용 모델에 

하여 설명한다.  

1. 서론
  국내 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사업은 소기업청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원하는 ERP, 
MES 솔루션 구축을 집 하여 지원하는 기업정보
화 지원사업,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 던 기업 간
의 업을 시한  IT 업과 형 제조업을 상
으로 업설계 업무를 집 하는 i-Manufacturing 
지원사업과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사
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ERP, POS  CRM 등을 

심으로 빌려쓰는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1]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2002년부터 수행하
는 생산정보화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매출 100억과 
종업원 100인 이상의 소제조업을 상으로 매년 
180여 기업에 지원하여 2008년 재까지 약 950여 
기업에 구축하 다.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의 경우에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2008년 신성장동력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는 생산 장의 생산자원인 4M(Man, Machine, 
Material & Method) 정보를 실시간 수집을 바탕의 
생산 공정 최 화를 구 하는 애 리 이션 시스
템으로 2007년 11월 생산정보화사업 사후운  모
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업체  79.9%
가 “실시간 정보처리기능”과 75.1%가 “업무수행능
력개선” 면에서 실질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되
어 소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 필수  정
보화 도구를 자리매김하 다. [2]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100억과 종
업원 100인 이하의 군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CNC 가공기 5-10  미만을 보유하고 사장 

심으로 운 하는 기업에서 평균 투자비용 5천만
원 에서 1억원 소요되는 생산정보화 구 에는 
기 투자가 상 으로 고가이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100인 이하 소제조업은 평
균 47.54 정보화 수 으로 평균 57.56  소기업 
정보화과 비교하여 상 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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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와 같은 군소제조업을 한 생산정보화
를 구 하기 해서는 생산 장의 4M 정보를 실
시간 자율 분산화를 하여 유무선 센서 기술을 

용한 개방형 임베디드 디바이스  미들웨어기
술과 앙 서버에서 표  랫폼으로 애 리 이
션을 빌려 쓸 수 있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기반 생산정보화 구축이 요구된다. 
 

2. 본론
  Web2.0 혹은 Enterprise2.0의 출 과 같이 
Manufacturing1.0의 경우 단일 공장의 수직  통
합화 구 을 심으로 추진되었으나, 
Manufacturing2.0은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지원으로 복수공장과 동  업을 

심으로 수요기반 제조, 복수공장의 리, 표  
랫폼 운 , 사용자 심의 인터페이스  구 , 

모바일의 용과 RFID  센서네트워크 기술의 
용합으로 선도될 것이라 제시되고 있다. [4]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소개로 군소제조업을 
한 SaaS기반 생산정보화는 과거 공장별로 구축하
여 서버 심의 실시간 4M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최 화하는 통방식에서 탈피하게 된다. 즉, 앙
에서 표  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웹을 통하여 
운 되는 표  애 리 이션을 구 한다. 본 장에
서는 아러한 기술에 하여 설명한다.

2.1 ASP와 SaaS
2.1.1. ASP의 정의  특징
  솔루션 임  사업자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기업용 애 리 이션을 호스  서버에 
설치 운 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에 따른 요 을 
받은 서비스 는 사업자를 말한다. 
  ASP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시스템 구축과정의 기 험을 분산할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 련 투자로 인한 을 개
선할 수 있다. 셋째, 문일력을 갖지 않고도 운용
단계에서 문인력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ASP 
모형은 다른 소 트웨어 배포방식에 비해 애 리

이션 임 사업자의 집 화된 운 을 통한 규모
의 경제를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포  확산
이 가장 용이한 모델이다. 

2.1.2. ASP와 SaaS의 계
  의의 개념으로 보면 ASP와 SaaS는 근본 으
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와 SaaS의 
차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것을 
과 같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1] ASP와 SaaS의 계

  첫째, SaaS의 경우 SOA나 웹서비스와 같은 기
술기반 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다수의 응용
로그램을 문 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일  
다 호스 이 가능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 공 하
는 사업자로 구분한다.
  둘째, ASP에서 SaaS로의 변화는 고객들에 의해
서 요구된 업무요구 사항의 직 인 변화의 반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SaaS는 메세징 랫폼, 기업경 리툴, 세
일즈포스, 오토팩키지 등 기존 응용 로그램을 소
비자에게 서비스한다.
  넷째, SaaS사업자들은 특정 업무 역 는 특정 
산업에 을 맞춘 자기소유의 웹기반 서비스용 
소 트웨어 공 자가 주종을 이룬다.
  다섯째, 기 ASP 사업자는 커스티마이징과 라
이센스비용을 도비용으로 요구하는 모델이 주종
을 이룬 반면, SaaS사업자는 월정액의 가입비가 
주종을 이룬다.
  여섯째, SaaS사업자는 ① 단일 기능 SaaS 유통
사업자, ② 수직  기능 SaaS 유통사업자, ③ 혼합
기능 SaaS 유통사업자로 구성된다.
  SaaS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면 통 인 네트워
크 기반 ASP시장을 포 하며, 보다 좁은 개념의 
유  온 디맨드 소 트웨어 유통방식으로 한정할 
수 있다. [5]

2.2. 군소제조업에서 생산정보화의 요
성
2.2,1. 군소제조업의 특징
  100억 매출  100인 이하의 군소제조업의 특징
은 부분 상 으로 고가 설비인 CNC 등과 같
이 복수의 가공기를 설치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주
문에 따라 운 되는 철 한 주문기반 체계로 CNC 
등과 같은 가공기와의 가동률, 정 도향상, 납기 
단축 등과 같은 내용이 핵심 리항목이다.

2.2.1. 생산정보화의 요성
  가공기의 효율  가동률 리를 해서는 CNC 

�-�5�4�4�-



공작기계와 정보시스템과의 Ethernet, RS-232C 등
과 같은 표 통신 방식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
리하는 것이 이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
제조업에서는 실 으로 CNC 제어기기가 표 통
신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연결할 수 
있더라도 상세 가동률 리를 하여서는 추가로 
센서의 설치  시 서 정보를 독립  추가 센서 
I/O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한, 비
가동 원인은 터치스크린,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
한 작업자의 수동 입력이 필수 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자원 4M 정보를 실시
간으로 수집하여 이를 가동률, 가공의 정 도 향상
과 납기 단축의 리항목으로 정량화한다. 주문 정
보에 따른 가공기 심의 생산정보화는 타 ERP등
과 같은 기업정보화, CAD/CAM, PLM 등과 같은 
설계정보화의 기본 정보로 제공하므로 이러한 생
산정보화는 군소제조업 체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는 그림 2와 같이 요한 치에 있다. 

[그림 2] 생산정보화의 치

2.3. SaaS기반 생산정보화에 요구되는 
핵심기술
  SaaS기반 생산정보화 구축에는 CNC 등과 같은 
가공기 심으로 4M 정보를 유선 무선센서기술을 

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술과 가공기가 
이동되어도 항상 4M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율
재구성 능력을 보유한 기능과 실시간통신처리, 실
시간 데이터 리, 상  애 리 이션과 표  통신
방식으로 연결할 수 기능을 포함하는 미들웨어기
술을 바탕으로 복수의 기업에서 표  애 리 이
션을 운 할 수 있는 기술의 제공이 필요하다.

2.3.1. 4M 정보의 자율 재구성
  4M 정보수집 방법은 유선, 무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 수동  반자동 방법 처리와 같이 크게 3가
지 방법으로 연결 된다:

- 자동수집방법: 생산설비의 제어기기가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결되는 RS-232C  Ehternet 
등과 같은 컴퓨터 표  인터페이스 장치를 보
유한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 로토
콜 로그램을 통하여 생산설비의 운 상태 정

보의 자동 수집한다.   
- 수동수집방법: 바코드 리더기, RFID 혹은 터
치스크린 등의 편리성을 시한 기능을 이용하
여 작업자가 직  생산 활동 정보를 입력처리 
한다.
- 반자동수집방안: 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안은 PLC 등과 같
은 시 서 제어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센서로부
터 PLC와 연결된 Process I/O와 실시간 정보 
수집기를 통하여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방법과 
추가로 정보수집에 필요한 센서를 생산설비에 
부착하여 4M정보를 실시간 정보 수집기를 통
하여 정보 수집한다.
  무선센서기술을 이용하여 각 가공기의 특성
에 맞는 방식을 기반으로 가동  비가동 정보
에 한 Profile을 정의하면 무선 LAN에 용
하는 자동 IP를 지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무선센서 노드를 자동 연결이 가능한 
Auto-configuration 구성을 그림3과 같이 구축
가능하다. XML 혹은 SOAP 등을 통하여 기업 
내 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연결이 가
능하다. [6]

  

[그림 3] IP주소를 활용한 Auto-configuration

2.3.2. 생산정보화 미들웨어 기술
  Point Manager는 설비 디바이스 컨트롤러와의 
인터페이스를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
하며 이를 통해 설비와 통신하고 데이터를 상
벨로 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설비의 

, 메모리 정보를 Tag로 추상화하여 설비 별 
치 투명성을 제공한다.
  RealTime DataManager는 Finite State 
Controller의 역할을 수행한다. Point Manager에서 
생성된 설비 정보로부터 특정 이벤트를 감지하고 
그것을 트리거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정보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설비로부터
의 Event에 지연 요소 없이 일정 시간 안에 반응
하는 구조로서의 실시간 동작성을 가진다.
  Application Template Manager는 Template형태
의 기본화면 폼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단 로의 재사용성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갖
는다. 화면단 로 새로운 기능을 생성할 경우 유사
한 화면 layout을 Repository에서 검색해서 선택한 
후 실행(Runtime) 에 스크립트 제어를 통해서 커
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DBWizard는 데이터베이스 벨에서의 데이터 
통합 툴이다. MES 와 ERP등의 타 시스템간 응용 
Application 통합을 목 으로 하며 통합단계는 데
이터베이스 벨에서 수행된다. 시스템간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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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의 테이블 사용권한을 획득한 후 데이터를 
송하고 수신하는 Agent을 활용하여 통합을 수행한
다.

2.3.3. SaaS 기반 애 리 이션 표 기술 
  생산정보화 애 리 이션은 이미 미국 등에서 
MESA-11 혹은 ISA S-95 등과 같이 표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 국내 생산정보화 시스템의 경우에
도 표 모델을 제시되고 있다. 복수 기업에서 동일 
애 리 이션 랫폼으로 구동하나 각 기업마다 

리항목  공정 로세스가 차별화되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애 리 이션 구축이 그림 4
와 같은 구성으로 요구된다.

  [그림 4] SaaS 랫폼의 구조

2 .4 . SaaS기반 생산정보화 구 성
  SaaS기반 생산정보화 시스템은 앙서버에서 표

 애 리 이션이 운 되고 각 SaaS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애 리 이션은 메타 데이터  
각 서비스 업체에 맞도록 응용 로직이 제공된다. 
SaaS기반 생산정보화 모델은 그림5에 보인 것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기능으로 구성이 필요하
다.
1) 유무선 센서기술을 용한 4M 정보 인터페이스
2) 생산정보화 미들웨어가 제공되는 SaaS 
Gateway
3) SaaS 앙 서버에서 운 되는 표 애 리 이
션 랫폼

  [그림 5] SaaS기반 생산정보화 구성   

3. 결론
  
  ERP, CRM 등 SaaS용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보 되고 있으나 아직 생산설비를 실시간으로 연
결하여 SaaS기반으로 유  온 디맨드한 유연성  
경제성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보 은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세일즈 포스 
닷컴 등 고객 리 등의 특정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있으나 국내외 으로 아직까지 제조시스템 분야에
는 유무선 기술을 이용한 4M 정보의 인터페이스 

 실시간 데이터처리 등의 어려움과 CNC 공작기
계 등 생산장비별 특성화된 제어기 역의 근성
이 어려워서 최근에서야 일부 시도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소제조업을 심으로 소
기업의 새로운 생산정보화 모델로 SaaS기반 생산
정보화 용모델의 제안을 하여 기반 연구를 수
행하 다. 향후 구체 인 용모델의 상세기능 설
계  실행모델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보다 실용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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