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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in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constructing a smart factory for aircraft parts. The construction 
procedure involves four phases. First of all, its management goals are set, and layout design and simulation are 
carried out in the conceptual design phase. In the detail design phase, operating scenarios for each module are 
written out, and probable risks are analyzed by expert groups, and then requirements for developing equipments 
and subsystems are determined with consideration for element technologies and their integration schemes into 
the smart factory. In the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phase, system development, equipment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are proceeded in a separate manner, and then integrated together subsequently. I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phase, the factory is stabilized, sophisticated and improved constantly during re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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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업의 산업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Kim, 2013).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여 유연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이를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고 있다(Lee, 2015b; 
Park and Kim, 2014).

제조 강국인 독일의 경우는 세계 제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

고 고령화, 고임금, 자원 수입의 경제 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기계 설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민․관․학 프로젝트를 정

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Kim and Park, 2014; Lee and Kim, 
2014). 
현재는 이론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초기 접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전략 개선, 표준

화, 데이터 보완, 제도정비 및 인력 육성을 새로운 과제로 재설

정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의 스마트 공장이 2020년경에 실현 가능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Lee, 2015a).
국내에서도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과 제조혁신기반의 고도

화를 목적으로 ‘제조업 혁신 3.0’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소기업 1만 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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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ecifications and Process Flow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Proposed Factory

대표적인 중소․중견 제조업종인 기계가공 분야의 스마트 공

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장비기술, 소프트웨어기

술, 운영기술의 고도화와 각 요소기술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

야 하는데, 관련 연구 및 적용사례의 부족으로 실제 현장 적용

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Nam et al., 2014). 
스마트 공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관련 기술에 대한 단

편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적이며 구체적

인 구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K사의 항공

기 부품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를 실무 관점에서 소개함으로

써 스마트 공장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생산 제품 특성과 스마트 공장 구축 방향   

2.1 생산 제품 특성 

국내 K사의 항공기 부품 공장은 항공기 대형 날개 부품인 

윙립(wing rib)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기계가공 기술 기반의 전

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의 잡샵(job shop)이다. 윙립은 총 32종
이며, 길이가 3~6m에 달하는 매우 크고 복잡한 형상의 부품으

로 제품의 취급과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 자동화가 쉽지 

않다.
잡샵은 생산제품의 품종과 수량이 증가할수록 재공품 재고

가 늘고, 공정간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워 리드타임이 길어지

고, 인력 소요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Baker, 1974; Bae, 2006; 
Yim and Kim,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의 인력으

로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Figure 1>은 항공기 부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공정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2.2 스마트 공장 구축 방향 

스마트 공장이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을 기반으로 생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 및 정보화되고,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생산체계를 말한다. 즉, 과거

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생산 체계에서 모듈단위의 유연한 분

산․자율제어 생산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다(Kim et al., 2017). 

Figure 2. The Levels of Smart Factories(Park, 2016)

현재의 생산 환경은 소품종 대량 생산방식에서 다품종 대량 

생산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변․유연 

설비와 모듈 공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잡

샵 방식인 항공기 부품 기계가공 공장의 스마트화는 구현하기

가 어려워 항공 산업 선진사에서도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대표적인 항공사인 보잉, 에어버스, 미쓰비시의 항공기 부품가

공 부분을 벤치마킹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 부품 가공공

장들은 <Figure 2>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공장의 수준으로 볼 

때, 공정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 ‘중간-1’ 레벨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대상 공장인 K사의 신규공장

은 현 기술로 가장 높은 레벨인 ‘중간-2’ 레벨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이론 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스마트 공장 구축

의 실무에 필요한 설계, 제작․설치, 운영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자 한다. 이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무자에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로 개념설

계, 상세설계, 제작 설치, 운영 보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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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lementation Process of a Smart Factory

3. 개념설계 

개념설계 과정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지향점인 모듈 단위의 유

연한 분산․자율제어가 가능하도록 공장의 운영 개념과 레이

아웃을 결정한다. 이 과정은 세 단계 즉, 생산 공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장운영 개념 설계, 그 결과를 반영한 

레이아웃의 3D 공간 검증, 그리고 제품 흐름과 버퍼의 크기 및 

가동률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검증으로 완성된다. 검증 과정

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은 운영 설계와 레이아웃 

설계에 피드백 되며, 반복 검증을 통하여 최적화된다. <Figure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의 개념설계 프로세스

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 Concept Design Process of a Smart Factory

운영개념은 아이디어가 간결하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는 TOC-DBR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레이아웃 작

성을 위해 제품가공시간과 가동률을 고려하여 장비 소요량을 

산출하고, 공정별 제품 핸들링 방안을 찾아 공정내․공정간 

물류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레이아웃에는 운영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버퍼의 위치 및 수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Figure 5>는 레이아웃 설계 프로세스를 나

타낸 것이다.  

Figure 5. The Layout Design Process of a Smart Factory

개념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선행 연구를 통해 소개되었

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Kim et al., 2017).
1) TOC-DBR(theory of constraints-drum buffer rope) 기반의 공

장운영 개념을 도입하여 레이아웃에 반영하였다. 이산이벤

트 시뮬레이션 도구인 QUEST를 사용하여 설계된 레이아웃

에 대한 검증과 조정을 하였다.
2) 5축 가공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라인의 물류시

스템은 RGV(rail guided vehicle), 후처리 및 검사라인에는 

LGV(laser guided vehicle)를 설치하였다. 두 개의 물류시스

템은 세 종류의 자동창고형 버퍼와 원활하게 연결된다. 스
마트 공장의 지향점인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가 용이하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 
3) 제약공정인 5축 가공 FMS 라인은 3교대 근무(8시간×3교대)로 

운영하고, 비제약공정은 2교대 근무(8시간×2교대)로 운영함

으로써 비제약공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3교대로 전환시켜 그 

여파가 제약공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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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공정인 5축 가공장비의 가동률과 함께 세 가지 버퍼의 

재고수준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장의 performance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상세 설계

상세설계에서는 개념설계 결과를 구체화한다. 장비별 제품 핸

들링과 물류 최적화, 공정 시작 시 투입오류 방지로 인해 불필

요한 작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판별 및 사전 검증, 예외사

항 발생 시 빠른 대안을 제시하는 처리 규칙과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정의한다. ‘Global Smart Factory Conference 2017’의 주제

는 ‘IT(정보통신기술)와 OT(제조운영기술)의 Convergence’와 

‘Business and IT Must Work Together’이다(Park, 2017a; Park, 
2017b). 융합 또는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주업체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인 발주업체가 직접 주관하여 통

합해야 개발기간을 줄이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여러 업

체 간의 협업이 용이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벤트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은 이벤트

와 프로세스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방법이다(Kim, 2005). 액
터의 행동(action)은 원인을 제공하는 이벤트(event) 발생으로 

시작하며, 완료된 행동은 이벤트를 발생시켜 프로세스의 원인

을 제공하고, 완료된 프로세스가 다시 이벤트를 발생시켜 다

음 번 액터의 행동에 원인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이벤트와 프

로세스가 서로 연결되어 시나리오 형태로 요구사항을 정의하

면 스마트 공장의 상세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Figure 
6>은 이벤트 프로세스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6. Event Process Model(Kim, 2005)

본 사례에서는 이벤트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상

세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는 설치 및 운영 단계에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하였고, 프로젝트 성공의 핵

심요소로 평가된다. 상세설계의 결과로 3D 레이아웃, 운영 시

나리오를 통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요구사양서가 완성

된다. <Figure 7>은 항공기 부품 스마트 공장의 상세설계 방법

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7. Detail Design of a Smart Factory

4.1 생산 공정 상세설계 

운영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생산 공정을 순서

대로 나열하여 정의하고, 단위 공정의 작업 순서를 이벤트 단위

로 세분화한다. 이벤트 처리순서는 액터(사람․장비․시스템)
의 행동으로 발생되는 이벤트와 각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프

로세스 간의 선․후 인과관계를 연결하고, 정상적인 상황과 의

사결정이 필요한 예외사항으로 구분하여 이벤트 프로세스 흐

름(event process flow)으로 도식화하여 작성한다. 각 이벤트의 

소요시간(time)은 사람․장비․시스템이 공정을 수행하는데 걸

리는 작업 시간 즉,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

한다. 이렇게 정리된 생산 공정을 이벤트 프로세스 흐름 순으로 

운영 시나리오로 작성한다. 시나리오는 이벤트 단위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며, 예외처리는 분기점으로 표시하고, 대안은 

병렬처리로 나타내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석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시나리오를 액터 즉, 사람․장비․시스템 별

로 나누어 정리하면, 사람의 업무 처리절차를 정리한 업무기준

서, 생산 장비와 물류 장치의 기능을 정리한 장비 개발 요구 사

양서,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UI(user interface) 화면을 정리한 소

프트웨어 개발 요구 사양서가 만들어 진다. 
시나리오에서 장비 자동운전 시 판단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요구되는 기능들을 모듈단위로 정리한 것이 스마트 

요소기술이다. 스마트 요소기술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장비에 지능을 부여하기 위해 센싱(Sensing) 대
상과 방법을 정의하고, 예외사항 판단기준과 처리 방법을 모

듈화 하는데 활용된다. <Figure 8>은 상세설계 프로세스에  관

련된 주요문서들을 정의한 것이며, <Figure 9>는 상세설계 내

용 중 event flow process chart 와 운영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이렇게 완성된 이벤트 프로세스와 운영 시나리오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설비, 정보지원, 품질, 생산의 각 분야별 전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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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Documents Resulted from the Design Processes

(a) Event Process Flow Chart            (b) Operating Scenario
Figure 9. Event Process Flow Chart Example and Operating Scenarios for Some Events 

4.2 리스크 관리 

ISO Guide 73:2009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는 위험(risk)과 연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위험은 목적에 대한 불명확한 영향을 의미

한다(Kim et al., 2015). 리스크 관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

외사항을 위험으로 보고, 전문가그룹 회의체를 운영하였다. 
전문가그룹의 구성원은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 생산, 품질, 장비,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
장 레이아웃 설계의 산출물인 운영시나리오, 3D 레이아웃, 시
뮬레이션 결과를 반복해서 검토하였다. 1차 정상 프로세스  검

토, 2차 비정상 프로세스 검토, 3차 종합검토를 통해 운영시나

리오의 완성도를 높였다. 3D 레이아웃은 장비 배치와 수량, 장
비간의 간섭을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물류 흐

름 분석과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Figure 10>은 스마트 공장의 리스크 

분석 및 검증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 The Risk Analysis and Ve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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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incipal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 of a Smart factory 

4.3 요구사양 확정

리스크 분석 및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업무기준서, 공장 레이아웃, 장비사양서, 시스템 사양

서, 스마트 요소기술로 구분하여 요구사양을 확정하였다. 각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업무기준서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행해야할 미션과 정기점검 요소 및 이상 상황 대

응절차들이 포함된다.
2) 공장 레이아웃에는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축 시방서, 

건축 도면, 설비 기초 및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다. 
3) 장비 사양서에는 장비부에 공정 개요, 장비 개발 사양, 적용 센

서 사양, 개발 및 제작 설치 일정이 포함된다. 제어부에 PLC 개
발 사양, HMI(human-machine-interface) 개발 사양, 상위시스

템과의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보가 반영된다.
4) 시스템 사양서는 공정의 자동운전 및 제어를 담당하는 하위

시스템과 공정계획 및 진행을 담당하는 상위 시스템으로 구

분하여 공정제어, 모니터링, 공정관리, 공장관리 및 통합운

영의 단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5) 스마트 요소기술에는 장비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을 부여하는 기능을 탑재한 센서 및 요소기술들을 모듈화하

여 각 공정의 특성에 맞게 반영된다.

<Figure 11>에서는 항공기 부품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요

구 사양서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사양서에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공장 레이아웃, 
장비 사양서, 시스템 사양서, 스마트 요소기술의 4가지 항목으

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스마트 요소기술은 기존 자동화된 장비

에 판단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foolproof 기술, 위치 보정 

셋업 기술, 모듈형 자동 운반 기술, 위치 정도 보정 기술의 4가
지 요소기술과 전체 운영 소프트웨어가 통합(integration) 되어 

구현된다.
⦁스마트 foolproof는 공정의 시작 단계에서 투입오류를 방지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제품을 식별하는 다양한 센서(laser, 
probe, vision, RFID 등)를 각 공정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설

치하고, 공정에 도착한 제품의 특성과 미리 저장된 기준정

보를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비교한다. 
⦁스마트 위치 보정 셋업 기술은 물류장치가 셋업장치에 제품

을 투입한 다음 위치 오차를 보정하여 가공의 정밀도를 확

보하는 기술이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제품의 형상이나, 특
정 홀(hole)을 측정하여 위치의 변동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피드백해서 자동으로 공작물 좌표계를 보정하는 방

식으로 제어한다. 
⦁스마트 모듈형 자동 운반 기술은 공정의 모듈화와 공정간 

물류 자동 제어를 위해 공정의 상태 정보와 진행정보를 고

려하여 제품의 운반 순서와 최단경로를 결정하며, 물류 간

섭과 deadlock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스마트 정도 보정기술은 생산 및 측정 장비의 정밀도를 일

정 주기로 점검하여 자동으로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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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는 항공기 부품 공장에 필요한 스마트 요소기술

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2. Smart Element Technologies for Intelligent Machines

스마트 공장 구축은 궁극적으로 전 생산 공정의 자동화 및 

시스템의 지능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한꺼번에 달성되지 

않는다.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는 가능한 단위기계나 단위공정

의 자동화로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

결하여 나감으로써 생산시스템 전체의 통합 자동화와 지능화

를 이루게 된다. 장비 컨트롤에 있어 PLC가 PC보다 안정적이

므로 PLC를 컨트롤 하는 HMI를 중심으로 판단기능을 구현하

였는데 이를 지능형 HMI라 정의하였다. 지능형 통합 HMI를 

통하여 오더관리를 위한 상위시스템과 장비의 연결이 단순해

져, 정상적인 상황뿐 아니라 예외사항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였다. 
1) 스마트 공장의 운영에 따라서 크게 공정의 자동운전 및 제

어를 담당하는 PCS(process control system)과 공정계획 및 

진행을 담당하는 MES로 구분하였고, 자동화 수준에 따라

서 공정제어, 모니터링, 공정관리, 공장관리 및 통합운영의 

단계로 구분 하였다. 
2) 공정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생산제품별 자

동 운전을 위한 NC program과 recipe의 자동 전송 기능 및 

버전 관리 기능을 갖추고, 하위 시스템(HMI, PLC)과 연동 

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라인의 정보(공정/설비/진행상태)
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장비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

스 개발과 생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하

여 생산현장의 활동을 지시하고, 상황별 예외처리 등의 대

응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3) 공정의 자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별 모듈은 품질관리

(QCS, quality control system), 설비보전(MMS, machine main-
tenance system), 오더관리(MES), 공구관리(TDM, tool data 
management), 품질․비용․납기 등의 주요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ex),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계획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등으로 구성된다.
4) 중앙관제실에서는 CCTV와 통합모니터링화면으로 현장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HMI를 통하여 직접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Figure 13>은 스마트 공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Figure 13. System Architecture of a Smart Factory

5. 제작 설치 및 운영 보완   

확정된 스마트 공장의 개발 요구도인 공장 레이아웃, 장비 사양

서, 시스템 사양서는 공장 건설, 장비․물류․셋업 장치의 개발 

설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convergence & integration)
하는데 사용된다. <Figure 14>는 항공기 부품 스마트 공장의 장

비 및 제어부 제작․설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인데, PDR(pre-
liminary design review, 기본설계검토), CDR(critical design re-
view, 상세설계검토), 제작, 설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14.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Process for Equipments 
an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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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개발은 생산 설비의 도입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추

진하였다. 먼저, 1단계로 스마트 공장 생산 시스템의 주요 모

듈(QCS, MMS, TDM, FMC(flexible manufacturing cell))에 대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생산 장비(5축 FMS 라인, 사
상장비, FPI(fluorescent penetrant inspection)라인, CMM(coor-
dinate measuring machine), TMM(thickness measuring machine)
의 HMI 개발을 진행 하였다. 2단계에서는 생산스케줄 및 시스

템통합을 위한 S/W를 개발하는 것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PS 
(plant scheduler)와 생산 계획을 산출하는 APS, 라인 모니터링

을 담당하는 LMS(line monitoring system)에 대한 개발을 진행

하였고, 물류 장치(원자재 창고, 중앙버퍼, LGV, 사상 RGV, 출
하장치) 및 셋업장치의 HMI 개발을 진행하였다. 3단계는 생산 

장비와 물류 장치, 셋업장치의 HMI와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

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운영 보완 단계에서는 공정별 제

품 생산량과 부하를 분석하고 제약요인을 찾아 공정간 밸런스

를 맞추는 노력을 하였다. 
가공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국내에

서 개발되었으며, 설계기간 1년, 구현 및 안정화 기간 3년으로 

전체 4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공장의 운영은 가공 및 물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5축 기계가공 

공정은 multi-thread 방식으로 리소스가 오더를 선택하여 동시 

상호작용하여 프로세스를 처리하므로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

되더라도 우회하는 방법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여 라인스톱이 
발생되지 않는다. 공장 내 모든 물류장치는 2개(active-standby 
방식)로 구성되어 2대 중에 1대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

도 나머지 1대가 수행하도록 한다. 각 공정에 투입되는 제품은 

smart foolproof 장치로 투입 오류를 방지한다. 각 장비의 센서

와 PLC를 통해서 공정 설비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며, 중앙관제실에 연결된 CCTV를 

통해서 각 공정의 상황과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의 안전요소까

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항공기 부품을 기계가공 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개념설계, 상세설계, 제작설치, 운영 보완의 사례를 소

개한다.
1. 스마트 공장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공장 레이아웃을 결정

하였다. TOC-DBR 이론을 이용한 생산 공정에 대한 운영 설계, 
3D 설계 Tool을 이용한 레이아웃 3D 공간 점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증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레이아웃을 최적화하였다.

2. 스마트 공장의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공정흐름에 대한 운영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전문가 그룹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장비와 시스템 개발 요구사양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3. 제작․설치 단계에서는 장비 부문과 시스템 부문으로 나누

어서 개발․제작․설치되고, 각 요소 간의 시스템 통합 과

정을 거쳤다. 

4. 운영보완 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운영을 하면서 통합시

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가 계속 진행된다. 제작설치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산 환경의 변동

과 예외사항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시스

템의 성능 향상 및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5.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축한 공장은 <Figure 2>의 스마트 

공장 수준평가 기준으로 볼 때 디바이스 레이어의 RFID/센서/
머신비전, 플랫폼 레이어의 분산제어시스템(distributed con-
trol system)/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supervisory con-
trol and data acquisition), 사이버물리시스템(FMC/PS/HMI),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유통/조달(APS), 제조실행(MES), 설
비보전(MMS), 품질분석(QCS), 공구관리(TDM)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중간-2 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Park,  2015).

본 논문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방법론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처음 짓는 스마트 공장을 큰 시행착오 없이 

효과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대상인 항공기 부품 스마트 공

장은 기존 공장 대비 리드타임이 4주에서 1주로 약 75%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 인력소요는 7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본 논문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
마트 공장 구축의 성패는 장비, 시스템, 생산, 운영에 대한 기

술융합이 핵심 요소이다. 특히 이벤트 중심의 프로세스 정의

를 통해 장비개발자, 시스템개발자, 운영자 등 프로젝트 참여

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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