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타국가 대비 경쟁우위

에 있는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조업 혁신

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국가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선진국형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CPS(Cyber-Physical Systems, 사물지능제어(事物知能制御)

시스템)기술 에 기반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제조업에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국가 제조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조업 혁신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

혁명은 178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과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등장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자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

동화 생산을 가능하게 한 3차 산업혁명 이후의 ICT기반의 산업

구조 혁신 및 새로운 경제 시스템 창출을 지칭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범국가적인 

아젠다지만 국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생산성

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제조업에서부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

조업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을 중

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제품 소비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

며,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급성

장 및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제조 산업 경쟁력

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CPS, 3D 프린팅, IoT, 가

상현실, 지능형 로봇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기

존은 생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세계적인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제조산업의 혁

신을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도적

인 위치에 있는 ICT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연

구 중에 있다. 최근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정부출연연구기

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CT 핵심기술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치 아래 가속화됨에 따라 ‘제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로 비전을 새로이 정하

였다. ETRI는 국가·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생태계에 맞

게 디지털 유기체 생태계로 개조시키기 위한 IDX(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IDX는 제조뿐만 아니라 국방, 교통, 교육, 의료, 복지, 환

경, 생활, 행정, 통신 등 우리의 모든 국가·사회 시스템을 하나

의 디지털 유기체로 만들어가는 연구개발(R&D) 전략과 산업육

성 전략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Industry4.0, 즉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ICT기술 중 하나인 CPS(Cyber-Physical Systems, 사물지능

제어(事物知能制御) 시스템)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활용

하여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II. Industry4.0과 CPS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기술로 보이지만 제조시스템 

관련 기술은 50~60년대 CAD/CAM 기술을 시작으로 FMS, 

CAE, MIS, IMS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2000년대의 u-매뉴팩처링 기술을 거쳐 최근에는 CPS와 

Io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팩

토리는 공장뿐 아니라 공급자, 소비자, 물류, 자원 등을 포함하

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능적이고 유연한 생산체

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1]. 기존의 제조현장에서는 대량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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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괄 배치공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앙·집중제어를 통해 

값싸고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이슈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방식은 최근의 급변하는 소비자 성향을 만

족시키기 위한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제조트랜드변화를 따라

가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 생산을 위한 지능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제

품 설계 및 생산 공정에 반영하여 고객별로 다른 제품을 생산

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유연한 생산체계를 의미한

다.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 및 제조 생

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공장 운영시나리오를 만드는 CPS와 같은 기

술이 필요하다. CPS는 사람, 공정, 설비와 같은 물리적시스템

(Physical Systems)을 가상(Cyber Systems)시스템인 컴퓨

터와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분산제어 하

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 기술이다. CPS는 연산(Computation), 

통신(Communication), 제어(control) 기술로 구성되며, 대규

모 융‧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多學際的, multi and 

interdisciplinary)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2]. 본고에서는 CPS

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사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사물지능제어(事物知能制御)시스템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 2>를 통해 CPS의 등장 배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

면, 170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Physical Systems, 

즉 물리시스템의 발전을 촉발시켰다. 특히, 내연기관 및 컨베이어

벨트 등이 등장하면서 기계공학적인 물리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Cyber Systems, 즉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하여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

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 이후 사이버시스템 전성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컴퓨터 시스템이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두 가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수십년 동안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며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으로는 두 가지 시스템을 융합하

기 어렵기 때문에 Cyber-Physical Systems(CPS) 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3]. 특히 기존의 전통 산업과 결합하여 스

마트팩토리, 자동차, 항공, 국방,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광

범위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4].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제조산업에 CPS를 적용한 것을 

CPPS(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s)라고 지칭하고 있

으며, <그림 3>과 같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을 시도

하고 있다. CPS는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지만 본고에서는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여 스마트팩토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공

장 제조 자원/설비 간을 통신을 위한 통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III-1. 스마트팩토리 모델링 기술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공장은 여러 가지 원료, 부

품 및 반제품 등을 입력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그림 1. 제조 SW의 발전 동향

그림 2. CPS의 등장 배경

그림 3. CPS의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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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공장에서 양질의 제품을 빠르고 저렴하

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원가 절감, 납기 단축, 생

산성 향상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에 의해 관

리 및 통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생산체계운영에 전반적으로 소요되

는 자원을 제조자원이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자원은 제

조인력(Man), 설비(Machine), 부품(Material), 공정(Method)

과 같은 4가지 요소(4M)를 의미한다. 제조 자원의 효율적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 과거에는 CAD/CAM/CAE/PDM(컴

퓨터에 의한 설계/생산/해석/제품데이터관리) 등을 이용한 제

품 설계, 생산, 조달, 물류,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생산활동을 

각각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었지만, 최근에는 제품 및 설비의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제조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정의하여 최

적화를 실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디지털 매뉴팩처링(Digital 

Manufacturing) 기술이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주문생산 요구와 Industry 4.0과 같은 글로벌 정

책변화로 인해 제조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물지능제

어시스템(CPS)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 기술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물지능

제어시스템(CPS)은 네트워크를 통한 물리시스템과 가상시스템 

간의 융합을 의미한다. 제조 도메인에 활용되는 사물지능제어

시스템(CPS)인 CPPS는 기계설비, 공정, 제품 생산 및 물류 네

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제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서로 연

결되어 있는 자율적∙협력적 요소들과 그 하위 시스템들로 구성

되어 있다[5].

<그림 4>와 같이CPPS 아키텍처는 실제 공장에서 전달하

는 제조 자원에 대한 공정데이터를 가상 공장(Cyber Factory)

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모델링을 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실제 공장에 제

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통계적∙확

률적 계산 결과(개략적인 해)를 토대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을 진행했다면, CPPS 아키텍처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에

서는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제조 자원 빅데이터를 통해 유연 제

품 생산과 생산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實(실)공장 데이터 모

델 기반 최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實공장 데이터 모델 

기반 최적 운영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실공장을 가상의 공장으

로 모사하기 위한 모델링 기술과 가상의 모델을 컴퓨터상에서 

해석하여 최적의 운영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ETRI CPS연구실에서는 제조 자원 모

델링 도구 및 설비연동형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가상-實제조

설비 연동형 CPPS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제조 자원 모델링

을 위해서는ETRI에서 개발한 모델링 언어인 ECML-F(ETRI 

CPS Modeling Language for Factory) 사용한다. ECML-F

는 DEV&ESS 형식론[6]과 Meta Object Facility(MOF: ISO/

IEC 19502)[7] 표준을 준수하며, 설비의 전기∙기계∙이산 모델

링부터 공정에 대한 논리적 모델까지 동시 모델링이 가능한 하

이브리드 모델링 언어이다[8]. ECML-F는 모듈화, 계층화 되

어 있으며, 공장-생산공정-제조설비-설비로직과 같은 서로 

다른 수준의 모델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설비 동시 모

델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4M과 같은 제조 자원들을 구조∙

행위∙환경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

여 프로세스를 구조화 하고 모델링 한다. 설비나 제품의 기계

적인 정보(설비의 구성요소)는 구조 모델, 기능적인 특성들은 

행위 모델로써 표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의 State Diagram과 같은 형식으로 모델

링을 한다. 또한 공장의 설비, 제품, 공정과 관련해서 필수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요소(온도, 습도 등) 역시 모델링이 가능

하다. <그림 5>는 다품종 제품 생산설비 제어 시스템 테스트베

드를 ECML-F로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품종 제품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은 4가지 작업(레이저 작업, 도장 작업1∙2, 각

인 작업)을 최종(맞춤) 제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 공정, 작업 

내용 및 공정스케줄을 동적으로 변경 및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모사한 테스트베드이다. 설비의 정밀한 모델링을 위해 테스트

베드를 구조적∙행위적 요소로 구분해서 설비의 이산∙연속적인 

요소들과 논리적 공정 작업을 모델링 한다. 이와 같이 모델링

된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실제 설비에 부착 된 센서

(설비의 RAW 데이터와 유휴상태 판별 메시지 등)와 가상 설비그림4. CPP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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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공장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및 운영 스케줄을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 생산 작업 도중 특정 설비의 결함 또는 유휴상태와 

관련 메시지를 센서로부터 전달 받으면, CPPS 시스템은 CPS데

이터 모델 생성 및 시뮬레이션을 반복 수행해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 최적의 생산계획 스케줄을 다시 도출하여 공장의 생산활

동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시켜줄 수 있다. 

<그림 6>은 시뮬레이션된 결과를 3차원의 가상 공장의 형태로 

가시화한 화면이다. 

III-2. 스마트팩토리 최적 시뮬레이션 기술

시뮬레이션은 실(實)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시스템의 동

작을 컴퓨터 상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사하는 기법이다. 시

뮬레이션은 물리 현상에 대한 분석, 개발 중인 시스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운용자의 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9]. 시뮬레이션의 구성 요소는 앞 절에서 설명한 모델링 기

술을 통해 실세계의 현상이나 시스템의 동작을 수학적/논리적

으로 표현한 대상 모델과 모델링을 위해 사용된 수학/논리에 대

한 해석기(Solver)를 이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최적 해를 계

산하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가시

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산업공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은 배

치(Layout), 물류(Material Handling), 공정(Process), 운영

(Operation) 등 다양한 영역의 담당자들의 의사 결정을 위해 활

용되어 왔다. 이에 지멘스(Siemens), 다쏘(Dassault)등 제조 

솔루션 기업에서는 표1과 같이 세부 영역별로 특화된 시뮬레이

션 도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생산 시스템(공장을 포함한 제조 자원 전반)은 

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이 도

입되면서 제조 현장의 생산 설비들부터 운영환경의 ICT 인프라

까지 연동/통합되어 자율화되는 사물지능 제어(CPS)시스템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의사결정의 자동화(Decision Automation)이다. <그림 7>은 제

조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사람과 시

스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10]. 

그림5. ECML-F를 이용한 설비 모델링

그림 6. 가상공장 시뮬레이션 및 가시화

표1. 시뮬레이션 도구

회사명 제품명 영역 시뮬레이션 결과

지멘스

Plant	Simulation 물류
물류설계안,

병목현상

RobotExpert 로봇	동작
간섭	결과,

싸이클	타임

다쏘	시스템
Process	Planning 공정

공정	설계안,

리소스	워크로드

Apriso 운영 생산성	평가

오토	데스크 Factory	Design	Suite 배치 배치설계안

프로	플래너 ProTime	Estimation 작업	분석 간트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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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작업을 도출하는 것이다. 저수준의 제조 시스템

에서 사람은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

사결정을 통해 제조 과정을 제어한다. 반면 고도화된 제조 시스

템은 제조 과정의 분석을 통해 향후 무슨 사건이 발생할 지 예

측(시뮬레이션)하여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무슨 행동을 취

해야 할지(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의사결정 자동화 단계로 가게 된다. 이렇듯 시뮬레이션은 

고도화된 제조 시스템이 보유해야 할 기능으로서 몇 가지 기술

적 진보를 요구 받고 있다[11].

본고에서는 ETRI CPS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팩토리 인더

루프 시뮬레이션(FILS: Factory in-the-loop Simulation) 환

경 구축이다. 이는 생산 설비들과 시뮬레이터를 네트워크로 연

동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를 시뮬레이

션에 반영하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기존 공장에서 생

산 데이터는 제품에 부착된 RFID를 통해 수집되거나, 작업자가 

바코드 입력이나 수기 작성을 통해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

태로 수집되었다. 이 경우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상 모델의 입력 

데이터에 설비 고장, 제품 불량, 작업자 상태 변화 등 제조 환경

의 실제 상황이 반영될 수 없어 최적의 의사결정(생산 계획, 스

케줄링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비슷한 예로서 초기 자

동차 네비게이션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 지도상 가능한 경로들

의 속도 등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최적 경로를 제시하였다면, 

최근에는 도로상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들의 현재 속도를 측정

해 현 시점에서의 최적 경로를 계산한다. FILS도 이와 마찬가

지로 제조 현장의 구성 요소들로부터 실시간 상태 정보를 이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생산 계획을 도출한다.

두번째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Hybrid Simulation)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시뮬레이션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제조 기업에서는 배치, 물류, 공정 설

계, 생산 및 운영 등 각 제조 영역의 담당자들이 개별적인 시뮬

레이션 도구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한 후, 담당자들끼리의 의

사소통을 거쳐 보다 상위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하였다. 하지

만 사물지능 제어(CPS)시스템으로 고도화되는 스마트팩토리에

서는 생산 설비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응해 시스템이 제조 공

정을 유연하게 변경시키고, 이를 통해 변화한 물류 흐름에 따라 

도출된 최적의 생산 계획을 시뮬레이션 후 최종 관리자에게 제

시하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

드 시뮬레이터는 시간에 흐름에 따른 다양한 수학/논리 모델, 

즉 미분방정식(생산 설비의 역학 모델), 이산수학(PLC 등 디지

털 시스템의 상태 모델), DEVS방정식(생산 공정), 대기행렬(물

류) 등의 복합적인 해석과 상태 흐름을 관리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자동화를 지원하는 제조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개발이다. 현재의 시뮬

레이션 제품들이 각 제조 영역의 담당자들을 위한 의사결정 지

원 도구라면 고도화된 제조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은 사람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 및 제조 분야의 여러 응용들이 자율적인 의

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할 핵심 기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터의 서비스화, FILS 및 관련 연동 표준의 개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API),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다양한 CPS 응용프로그램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12].

III-3. 스마트팩토리 설비 통합 연동 기술

최근 스마트제조의 확산에 따라 제조 설비들의 스마트화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예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제

조 설비간 연동 및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물지능제어시스

그림 7. 제조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의사 결정 자동화

그림 8. CPS기반 제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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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기술을 활용한 회사의 모든 공장의 제조설비, 공정 및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13]. <그림 8>과 같이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는 

제조 설비가 하나의 사물지능제어시스템(CPS)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3]. 

<그림 9>는 CPS기반 제조설비를 활용하여 생산 현장에서 발

생하는 정보의 연동 및 통합을 위한 산업통신시스템의 적용 범

위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14]. 생산현장은 크게 필드, 제

어, 정보 레벨의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드 레벨은 

단위 생산 설비 내에서 모듈간의 연동 혹은 모듈을 구성하는 센

서, 액추에이트와 같은 서브 모듈간의 연동을 위한 통신 기술

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그널의 형태로 정보가 전달된다. 

제어 레벨은 제조 설비를 모니터링,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해 필

요한 데이터 교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형

태로 정보가 표현된다. 필드레벨과 함께 샵플로어(Shop Floor)

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레벨은 공장의 ERP, 

CRM, SCM등 과 같이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연동

을 지원한다. 

본고에서는 디바이스 및 센서와 같은 수준의 통신 방식은 제

조설비 벤더 업체의 고유한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될 뿐만 아

니라 해당 설비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 인터페이스가 제

한적이므로 제어레벨에서 활용 가능한 통신 방식을 주로 다

루고자 한다. <그림 10>에는 ETRI에서 연구하고 있는 발간/

구독(Publish/Subscribe) 방식을 활용한 국제 표준 기반의 

CPPS(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s) 연동 미들웨어

의 적용 방안을 보여준다. 기존에 사용되는 다양한 산업통신 프

로토콜에 기반한 연동을 구현할 경우 연결하는 설비가 증가할

수록 연동 및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동 시스템간의 데이터 변화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그림 9>와 같이 제어 레벨 이하에서 사용되는 산업통신 프로

토콜과 그 상위의 인포메이션 레벨을 자연스럽게(seamless) 통

합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적용할 경우 저 비용으로 대규모 연동 

대상 시스템들과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

다. 또한 해당 미들웨어로 CPPS 연동 미들웨어처럼 디지털화

된 데이터 교환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중심(Data-centric) 미들

웨어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데이터 변환 없이 다른 통신 프토로

콜 및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해져 대규모 이종 시스템들 간의 

통합 운영이 필수적인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고 있

기 때문에 제조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형 제조 산업육성

은 범국가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CPS(Cyber-Physical Systems, 사물지능제

어(事物知能制御) 시스템)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

술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산 현장을 컴퓨터상에 가상의 모델로 

구현하고 實공장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그림 9. 제조설비 연동을 위한 산업통신 적용 범위

그림 10.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연동 미들웨어 개념적 적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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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팩토리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의 수 많

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연계하여 개발해야 필요가 있다. 

수 십년 전부터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 선진국을 우

리나라가 단기간에 추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제

조업의 혁신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서 점차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조 선진국으로 발돋

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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