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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정/품질/에너지 데이터 집계가 자동 또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 공정에서 생산

되는 실시간 정보 분석은 중소기업의 유의미한 성과들을 분석, 예측, 처방 및 이행하는 새로운 공정 프

로세스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생상되는 데이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동화 생산 정보 시스템을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

델은 스마트한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기본 정보에 대한 다양

한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운영 효율화(컨설팅 및 교육 등)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

는 기능이 있다. 또한, 제안 모델은 종소기업의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게 서로 다른 지역

적 특성 및 분야를 가지는 중소기업들간에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제어 : 중소기업, 자동화, 빅데이터, 플랫폼, 생산 정보

Abstract In recent year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rapidly changing to an industrial

structure where process/quality/energy data aggregates can be automatically or real-time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real-time information analysis produc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small businesses is evolving into a new process process that analyzes, predicts, prescribes

and implements significant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latform-building model that can transform the automated production information system of small

businesses into big data so that they can upgrade data that is generated by small businesses. The

proposed model has the capability to support operational efficiency (consulting and training)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of small businesses by utilizing a variety of data on the basic information

of products produced by small businesses for data collection by smart SMEs. In addition, the

proposed model is characterized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reas of information sharing and system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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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4차산업이대두되면서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

기업에서도 공정/품질/에너지등의 데이터 집계가 자동

또는실시간으로 처리할수있는구조로변화하고있다

[1-3]. 특히, 중소기업자동화는생산공정을실시간으로

처리 및 분석 해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유의미한성과들은타중소기업과경쟁력을 갖출수있

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4].

중소기업의 자동화 처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술들은

빠른의사결정을 지원하기위한리포팅된 분석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12.1월 다보스 포럼에서 새

롭게주목해야할기술로지정되며 4차산업혁명의성공

을좌우하는필수기술로부각되고있다. 무역협회가시

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 중소기업의경쟁력중가장주

목할만한기술로빅데이터가지목되고있다[5-8]. 그러

나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조

차못하고있는 무방비상태의업체들이대다수를차지

하고있는실정이다. 2017 정보화통계집에따르면 2016

년 12월말 기준,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모르

는 업체 비중이 전체 사업체(387만여 개)의 73.4%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10].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생상되는 데이터를 고

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동화 생산 정보 시스

템을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

안한다. 제안 모델은 스마트한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

집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정보를 활용

해 중소기업의 운영 효율화(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모델은 종소기업의 정보 공

유 및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여 각기 다른 지역적 특

성 분야의 중소기업들간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다. 제

안 모델은 중소기업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는 창업아이템과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가능

하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빅데이

터 국내외 동향분석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중

소기업의 빅데이터 기반 정보 처리 플랫폼을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자동화 시설이 구축된 중소기업은 빅 데이터 개념을

적용하여공정프로세스에서생산되는데이터를수집․

분석․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있다[11-12].

표 1은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내용으로써

중소기업에서빅데이터를도입한시장분석을보여주고

있다. 표 1의 결과처럼중소기업에빅데이터를도입하였

을경우 경제적비용대비성과에대한증명이부족하여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위한 공장 자동화에 많이 회의

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5].

Table 1. Analysis of Big Data Market Size

Division

Size of IT Market in

Korea

Big Data Market

Share vs IT Market

Market

size

Specific

gravity
IDC ‘14

Server 487 24.2% 2.3% 4.3%

Storage 524 26.0% 5.6% 10.0%

Network 209 10.4% 4.0% 1.6%

Software 566 28.1% 1.2% 1.5%

Service 227 11.3% 0.5% 0.2%

Total 2013 100.0% 0.7% 1.1%

2.2 국내․외 동향

미국은 맞춤 치료 서비스를 특화한 빅데이터 서비스

를 개발하였다. 특히, 정밀의학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된

개인별 맞춤치료서비스는환자개개인에특화된서비

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빅데이터를 예측 시스템에 활용하려고 공공

기관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

공기관의 데이터세트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통계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및통신관련대기업들과의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있다. 중극은낙후된지역중하나로손꼽히는

구이저우성을 빅데이터 산업의 허브로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카드와 같은 금융권에서 발빠르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SKT는 공공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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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로 제공하고 있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상업적

영역에서활용할수있는각종지리, 날씨등과같은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자동화 연계 시스템 플랫폼

모델 설계

3.1 정보 수집 및 공유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산 정

보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융합 및 분석을 통해 다른

중소기업들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

이터 수집 및 공유 지원이 필요하다.

1) MIS/MES, SNS, 포털, 스마트 디바이스, 공공/민

간/기업 등의 정보수집�분석�공유 등의 데이터 수집

2) 산업�지역별 전문가 자문서비스 활용

3) 전시회및세미나개최지원등을통한중소기업간

정보 공유 지원

제안 플랫폼 모델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R&D, 교육및인력양성사업화컨설팅을지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이 필요한 개별상담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2) 유사 분야의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ㆍ강화

3.2 기능 및 역할

3.2.1 중소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제공

중소기업에서자체데이터베이스에보유중인데이터

뿐만아니라실시간스트리밍․메타․소셜데이터등

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구축된 센서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유도한다.

3.2.2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에서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

터를 분석 및 활용을 통해 타 기업과의 협업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가 가능하다.

3.2.3 R&D 및 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에서 생상되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중소기

업의 동종 업종 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수행하여 중

소기업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우호적사회분위기를

형성한다.

3.2.4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하여 얻어진 중소기업의 기

술이전과애로사항에대해서는민간서비스및솔루션

을지원하고중소기업의생산데이터교육지원및사업

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3.2.5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

빅데이터센터구축후중소기업에서생산되는데이

터의 영역에서 제공하는유·무형의 데이터가 새로운데

이터로재창조될수있도록데이터유통체계사이의연

결을 촉진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3 인프라 구축

3.3.1 H/W 플랫폼

중소기업에구축되는하드웨어는확장성을고려하여

빅데이터 컨설팅용 분석 서버와 하둡 기반 HW, BI/BA

분석 및 포털서버, DB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3.3.2 S/W 플랫폼

중소기업에 구축되는 S/W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

을위한오픈 SW로구성하여분석결과를한눈에알아

볼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시각화 솔루션 및 하둡 분석

솔루션을 포함하여야 한다.

3.3.3 이용관리 인프라 시스템

중소기업에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용관리 인

프라시스템은사용자인증및사용자별인프라자원관

리, 빅데이터 인프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 및 인

프라관리가가능해야한다. 또한, 이용관리인프라시스

템에는파일시스템, 분산처리를통한통계분석, 분석결

과레포팅등을지원하는빅데이터 분석이가능해야한

다. BI 도구는비즈니스분석도구만큼유연하지는않지

만주로쿼리를통해정보를찾기위해데이터를수집하

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1호119

Fig. 2 A Plan to Build a Big Data Platform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Fig. 1 Software usage and configur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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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atform Capabilities

3.4 소프트웨어 용도 및 구성요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사용되는소프트웨어

는 Fig. 1처럼 크게 2단계로 구분한다.

∙ 1단계 : 빅데이터집계/분석/처리를실시간으로처리

다양한 분산 클러스터 컴퓨팅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

이터는 Hive, Pig, Spark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사람들이 파악할수없었던결과들을 자동으로시

각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확장성

(scale-out)을 통해 로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 2단계 :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데이터 분석결과

표현 및 시각화

빅데이터분석및통계결과는다양한통계라이브러

리를이용하여 적은코드로대규모데이터를처리가가

능하다.

3.5 중소기업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제안모델에서구축하는빅데이터플랫폼은 Fig. 2와

같다. Fig.2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 정형 데이터 저장소 및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구

축한다. 둘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알고리즘 설계 개발

한다. 셋째, 비정형데이터저장소설계및분산처리하도

록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BI/BA 분석보고서

및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활용성을 향상시킨다.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사용자에게 중소기업 빅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한 R&D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 중소

기업 빅데이터 센터에서 빅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등을 활용하며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이 가능하도록 분선처리 환경(하둡 등) 및 고급 분석기

법 등의 S/W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분산 처

리를위해서는다양한오픈소스설치및최적화가구축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정보에 대한 다양한 데

이터를 활용해중소기업의 운영효율화(컨설팅및교육

등)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

축해야 한다.

3.5.1 플랫폼 기능

빅데이터플랫폼의기능은 Fig. 3과같다. Fig. 3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검색 환

경 제공

∙ 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환경 제공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이르는 관리체

계를 구축

∙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R&D 개발 지원

∙ 연계 사업을 통한 빅 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

∙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애로사

항에 대한 컨설팅 수행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1호121

Fig. 3처럼 제안 모델은 Hadoop 기반으로 정보를 수

집하는 기업은 대상기업의 공정에 대한 통제함으로써

제조현장의정보분석이가능하다. 또한, 분야별�대상

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중점교육 분

야 및 중점교육 기업 확대, 교육방법 등의 다변화, 상호

협력형태의 기업별 연계 융합적 교육이 가능하다.

많은중소업체들이새기술을오픈라이선스프로그

램을통해특허사용을지원하여실무적인데이터수집,

저장, 가공 및 분석 능력에 이르기까지 활용 가능한 전

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제안모델을중소기업에서사

용할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및 각 분야별,

대상별 전문 자문위원 활용이 가능하다.

5. 결론

중소기업에서 생상되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정보 수

집 관리가 어려워 표면적인 정보로 Pass/Fail로만 관리

가능하다. 중소기업의환경요건을고려할때,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생산 데이터의 개발과 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빅데이터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 시

스템과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

들을 빅데이터센터 기반 정책으로 간극을 줄이고, 기업

과개인은산업/일상영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삶의질

을향상시킬수있다. 특화형의빅데이터센터기반의산

업프로세스를 달성하는과정에서관련분야의기반시

설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등이수반되며, 이를통해점차적으로전문적인빅

데이터산업역량을확충해야한다. 본 논문에서제안하

는중소기업자동화생산정보활용을위한빅데이터플

랫폼 구축 모델은 중소기업 미래전략 데이터, 공공개발

정보데이터등을공유할수있는미래전략라이브러리

를구축할수있다. 또한, ‘인프라’서비스를통해중소기

업은공장자동화뿐만아니라글로벌 경쟁력을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플랫폼을

사용한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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