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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t industry is poorer than other industries in terms of manufacturing
environment, including personnel, facility, budg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For information systems in this industry, a packaged software is preferred
for developing a customized software suitable for its manufacturing environment
owing to the introduction time and software cos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quick configuration of a package software, considering requirements of an
SME in the root industry, and a service system for SMEs to enable package
software access at any time and place. The key mechanism for configuring the
package software involved classifying the software functions extracted by SMEs
into three templates, according to the smartization level of SMEs. The
cloud-based service system’s architecture was designed to configure the package
software easily and manage its version, history, and users. Implementing the
prototype service system revealed its usability and generated research issues that
should be examined continuously.

수준 평균 75점 보다 훨씬 낮다)[1].

1. 서 론

뿌리 기업은 제조환경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그동안 POP (point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업종 등의 뿌리산

of production),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QMS

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 산업이다. 기계, 자동

(quality management system), APS (advanced planning &

차, 조선 등 전방산업이 점점 고품질화, 초정밀화 및 고부가가치화

scheduling),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다양한 생산

추세로 이동함에 따라 뿌리산업의 공정기술도 전방산업과 동등한

정보화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도입된

수준으로 올라올 것을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뿌리

시스템이 자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해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제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며, 이러한 현황

야 하며, 유지보수 비용의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뿌리기업에서

은 201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뿌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2].
일반적으로 기업용 S/W는 패키지형(packaged) S/W와 맞춤형

리산업의 정보화 수준은 59점이고, 뿌리산업 외 타산업의 정보화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804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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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ed) S/W로 구분한다[3]. 패키지형 S/W는 정형화된 업무

Table 1 Production information software and main functions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구매, 회계, 고객관리 등에서 활용하는

S/W

Module

Function

S/W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반해 맞춤형 S/W는 기업의 업무
Production
data
aggregate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프로젝트 형태
로 개발된다. 수요기업 입장에서 패키지형 S/W는 도입해서 바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기업의 업무특성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이 잘 반영되지만 구축기간이 길고 비

POP

Operation monitoring

Production planning

Hour of operation
aggregate

[4,5]

.

Function
Purchasing &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Production performance
aggregate

Cost data
aggregate

Module

Production progress
aggregate

Master
planning

Amount used resource
aggregate

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맞춤형 S/W는 프로젝트 형태로
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S/W

Scheduling
Distribution planning
Transport planning

APS

Man hour control
Work in process
aggregate

패키지형 S/W와 맞춤형 S/W의 중간 형태로 Xiaoyu Yang
Quality data
aggregate

(2007)은 컴포넌트 기반 맞춤형 PLM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Demand planning
Demand
planning

Defect analysis
Processing history
management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생산정보
와 컴포넌트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6]. Park & Kim (2016)

∙∙∙∙∙∙

은 범용성 있는 ERP의 포괄적인 기능들을 개발한 다음, 특정 기업

∙∙∙∙∙∙

Production performance
Management

이 선정되면 필요한 기능들만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ERP

Material administration

Process
Inspection Management
Management

[7]

S/W를 제안하였다 . 이 경우, 기능 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Supply Chain
Management

Work in process
Management

시스템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와
제조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공
MES

장 S/W의 운영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S/W에

Resource
Management

Unit cost management

Tool Management
ERP

Sales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개발 환경인 경우 PaaS (platform
as a service), 어플케이션인 경우 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Sales performance
management

Defect Management

Purchasing unit cost
management

Process Inspection
Process parameters
controal

구분한다[8]. 고객(수요기업)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

Order management

Mold Management

접근하여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이 제공받는 대상에 따라, 컴퓨팅 하드웨어인 경우 IaaS

Outsourcing
management
Product administration

Workstation operation
management

S/W의 버전(version)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Demand fulfillment

∙∙∙∙∙∙

Purchase
Management

Purchasing order
management
Purchasing performance
management
∙∙∙∙∙∙

장 S/W의 구축 및 운영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9-15]

. 이때 수요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호하면서도 가장 우

계 가동사항, 생산실적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

려하는 사항은 정보보안 문제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

대부분의 뿌리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공장

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급기업의 지속

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상용 S/W들의 모든 기능들이 필요

[16]

가능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하지는 않다. 즉, 기업의 제조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뿌리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뿌리

기업은 POP S/W에서 일부 기능, MES S/W에서 일부 기능, ERP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

S/W에서 일부 기능들의 조합만 필요하다. 특정 뿌리기업의 요구

및 기업 상황에 맞게 스마트공장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상용 S/W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여러 뿌리기업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 뿌리기업은 자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하나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 상용 S/W를 선택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의 기능을 추가 개발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자사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

2. 뿌리산업용 스마트 공장 패키지 S/W 구성

롭게 구축한다. 뿌리기업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마트공장
S/W 환경을 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점 기업이 발전하고 제조환

Table 1에 나타나 있듯이, POP, MES, APS, ERP 등의 상용

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스마트공장 S/W도 조금씩 변해야 한다.

생산정보화 S/W는 중소기업들이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시간과 비용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POP S/W는 제조공정 상에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뿌리기업은 이러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신청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 진도, 기

하지 않는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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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management tasks by root industry
Category
Classify

Casting

Forging

Production Production
Material
Material
Process
Process
Common Quality
Quality
task
Machine
Machine
Report
Report
Monitoring Monitoring

Character
task

Mold
Inventory

Mold
Inventor

Mold
Material
Quality
Machine
Report
History
Schedule
Outsourcing
Ordering
Shipping

Welding

Surface
Treatment

Heat
Treatment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Material
Material
Material
Process
Process
Process
Quality
Quality
Quality
Machine
Machine
Machine
Report
Report
Report
Monitoring Monitoring Monitoring

Fig. 1 Correlation between smartization level and function
template

Operation

우수 템플릿(excellent template), 프리미엄 템플릿(premium
template)으로 구분한다. 물론 동일한 기능 템플릿이라고 하더라
도, 대상 업종별로 콘텐츠 및 자세한 기능항목은 다르게 설정되어
사용된다는 점은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뿌리산업의 스마트공장 S/W 환경구축 및 운영상황 분석결과는
특정 뿌리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S/W를 재빨리 구성하는 문제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능 템플릿과 스마트공장 참조

와 기업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모델의 스마트화 수준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기초 템플

구독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뿌리기업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

릿은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하여 본 연구는 우선 실제 생산현장 관리업무를 분석하여 업종에

기능들의 집합이다. 우수 템플릿은 중간1수준과 중간2수준의 중

상관없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와 업종별로 상이한 특화 업무로 구

간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기능들의 집합이고, 프리미엄 템플릿은

분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2의 업무 구분에서 금형 업종은

중간 2수준의 나머지 범위와 고도화 수준을 포괄하는 기능들의

나머지 5개 업종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집합이다. 여기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수준의 개념이 더 넓어질

주조,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 업종은 특정 공정을

수록 프리미엄 템플릿은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중심으로 생산이 완료되는데, 금형은 개별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

있다.

하여 완성하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즉, 금형 업종

기초 템플릿은 제조 데이터 수집과 실적 집계 등 생산현장을

은 나머지 5개 업종과 달리 부품 외주제작이 잦고, 부품 제작일정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로 스마

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출하된 금형 세트의 제조이력을 관리해

트공장 S/W를 처음 도입하려는 뿌리기업들에게 적합하다. 우수

야만 한다.

템플릿은 어느 정도 현장관리가 수행되고 있고 기존에 생산정보
화 S/W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뿌리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통하여 뿌리산업 업종별 업무 프로세스
[18]

를 검토하고 , 실제 80개 뿌리기업의 요구사항(국가뿌리산업

Table 3에 나타나 있듯이, 우수 템플릿은 기초 템플릿을 기본으로

진흥 센터 회원사 대상, 응답 기업 기준)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원소요계획, 외주물류관리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구성된다. 프

기초 및 중간 1수준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주로 공통 관리업무 수

리미엄 템플릿은 생산정보화 S/W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행을 위한 기능들을 요구한 반면, 중간 2수준의 요구기업은 공통

며, 스마트 공장 구축에 있어 고도화 수준를 원하는 뿌리기업을

관리업무 수행기능과 일부 특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요

대상으로 한다. 프리미엄 템플릿은 우수 템플릿을 기반으로 여기

구하였다. 고도화 수준을 요구하는 기업은 공통 관리업무 수행이

에 생산능력분석, 생산스케줄링, 조기경보관리 기능이 추가된 생

어느 정도 잘 수행되고 있어서, 특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계획 및 일정관리 모듈과 설비보전관리, 에너지 관리 모듈 등이

기능을 주로 요구하였다. 이렇듯, 뿌리기업들은 업종별 특성보다

추가되어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공장 패키지 S/W 구성은 기능 템

는 요구하는 스마트공장 수준별로 필요한 기능들이 확연히 구분

플릿 선정 단계와 추가 요구기능 결합 단계로 이루어진다(Fig. 2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구성하는데 있어

참조). 기능 템플릿 선정 단계는 대상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 요구기능의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희망하는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능 템플릿을 설

일차적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추

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기능을 튜닝한다.

가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들은 부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단계는 선정된 기능 템플릿에 대상기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여기서, 스마트공장 수준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능들의 집합은

기능을 결합하여 맞춤형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구성하는 것

기능 템플릿으로 정의하는데, 크게 기본 템플릿(basic template),

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소형 사출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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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ules and features of function templates
Template

Basic

Module

Function

Schedule
management

Work-oder management

Production
process
management

Production performance management, Defect
management, Work in process management

Equipment
management

Equipment asset management

Sales management Order management, Order performance management
Purchase
management

Purchasing order management, Purchasing
performance management
∙∙∙∙∙∙ (Function extension)

Excellent

Premium

Schedule
management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Fig. 2 Company-specific smart factory package software composition
process

Production
process
management

Outsourcing management

이유로 인하여 뿌리 기업은 운영 인력 필요 없이 가능한 적은 비용

Quality
management

Defect management, Tracing Management, Process
inspection, Process condition management,
Equipment management

Instrument
management

Instrument material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Product document management

KPI managemetn

Monitoring, Business analytics

으로 패키지 S/W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스마트공장 S/W 공
급기업 은 프로젝트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패키지
형태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모델
을 선호한다. 이러한 수요 및 공급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이다[19].
뿌리산업은 공정 및 기술 중심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

Quality cost management, 4 M management,
Customer relation
Customer complaint management, Claim management
management
Corrective & preventive management

에 스마트공장 S/W를 운영할 때 보안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 특히, 한국적 문화에 익숙한 중소기업 측면에서 클라우

∙∙∙∙∙∙ (Function extension)

드 기반 개방형 서비스는 아직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Schedule
management

Production capability management, Production
scheduling, Alarm management

임직원들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Equipment
management

maintenance work management, maintenance work
analysis

드 서비스 환경을 사전에 구비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Energy
management

Energy master data management, Set of energy
analysis, KPI of energy, Energy analysis

있다. 따라서 중소 공급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IaaS)은 상용

∙∙∙∙∙∙ (Function extension)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발 플랫폼(PaaS)과 애플리케이션

ploud) 서비스가 선호된다[20]. 아울러, IT 공급기업도 모든 클라우

(SaaS)을 자사가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다.
으로 아직도 현장에서 전표를 통하여 생산수량을 관리하고 있는

본 연구는 수요 뿌리기업과 공급 기업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

데, 이번에 스마트공장 S/W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히, A기업은

서도 지속가능한 상호 호혜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품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정조건

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모델은 수요 뿌리기업에게 자사의 제조환경

이력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 이 경우, 본 연구는 A기업의 스마

에 적합한 맞춤형 패키지 시스템을 빠른 시간에 부담되지 않는 비

트화 수준이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초 템플릿을 설

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공급 기업에게는 공수를

정하고, 사출업종에 맞게 템플릿의 기준정보 및 기능들을 세부적

최소화하는 패키지 형태로 시스템을 공급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익

으로 튜닝한다. 그리고 A기업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출조건 이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력관리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맞춤형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Fig. 3에 나타나 있듯이, 개별 수요기업은 맞춤형 패키지 S/W를

구성한다.

자사에 특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안 문제로
인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기업 내부에서만

3. 스마트 공장 패키지 S/W 제공 서비스 시스템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S/W는 분리하여 구축하고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급 기업은 많은 수요기업들이 패키지 S/W

수요 뿌리기업 관점에서 스마트공장 패키지 S/W의 유지보수는

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S/W 버전관리, 사용자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와 정기적인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환경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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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 of smart factory package software provision
service

본 연구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기반의 패키지 S/W 제공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정보 계층과 서비스 계층으로 구분한다. 정보 계층
은 공급 기업이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들을 배포하고 관련 정보

Fig. 4 Package software provision service system architecture

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 놓은 집합체이다. 서
비스 계층은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구축 및 관리하는 운영자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시스템 분리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

와 활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를 고려하여 해당 기업 내부에 별도의 시스템 운영환경에서도

정보 계층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web application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S/W를 분리하여 구축하는 방법도 마련

server) 인스턴스와 DB 인스턴스로 구분한다. WAS 인스턴스는

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가장 적합한 기능 템플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사용자에 따라 배포하기 위해서 테넌

릿과 특화기능을 추천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트(tenant) 및 웹 서비스를 생성하고, 스마트공장 패키지 S/W의

대한 교육도 수행해야 한다.

소스 코드(source code)와 버전을 관리한다. 스마트공장 패키지

4.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례

S/W의 소스 코드는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듈별로 항
상 가장 최신의 버전을 유지한다. 기업별 스마트공장 패키지 S/W
의 관리는 기업별로 채결된 계약에 의해서 사용이 허용되는 기능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패키지

들에 대한 정보 관리이다. DB 인스턴스는 스마트공장 패키지

S/W 제공 서비스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시

S/W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성된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는데,

스템 개발 언어는 .Net C#, DBMS는 Microsoft SQL 2012, 운영

기업별 스마트공장 패키지 S/W 운영 정보와 클라우드 서비스 관

체제는 Microsoft Windows 10, 스마트공장 패키지 S/W 개발환

리 정보로 구분한다.

경은 .Net framework 4.0 base 이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시스

서비스 계층은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관리하기 위한 공급

템은 스마트공장 패키지 S/W의 맞춤형 구성 기능, 운영 기능, 패

기업용 인터페이스인 운영자 서비스와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키지 S/W 배포 및 관리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구축하기 위한 수요 기업용 인터페이스인 사용자 서비스로 구분

Fig. 5의 위쪽 이미지는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기능 템플릿

한다(Fig. 4 참조). 운영자 서비스는 회원 관리, 사용 서비스 관리,

기반으로 맞춤형 스마트공장 S/W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

인프라 구성, 사용권한 관리, 이용현황 모니터링 등과 같이 클라우

스의 설계 내용이다. 아래쪽 이미지는 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스마트공장 패

데 필요한 기능 템플릿 기반의 맞춤형 기능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키지 S/W를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사용자 서비

여기서는 스마트공장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뿌리기업의 상황을 가

스는 회원가입, 서비스 소개, 서비스 신청, 이용약관, 문의 게시판

정하였고, 기본 템플릿 기반으로 기업 환경 고려하여 ‘생산 스케줄

등과 같이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해당 기업 맞춤형으로 구성

링’ 기능을 추가로 선택하는 내용이다.

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S/W 배포, 교육자료, 사용 현황 등과

수요 뿌리기업이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기업 관리자 계정
이 발급되면, Fig. 6에 설명된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선정된 패키지

같이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공급 기업은 다양한 수요 기업이 스마트

S/W를 배포한다. 이때 해당 패키지 S/W는 메인 서비스 포탈의

공장 패키지 S/W를 신청하는 것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권한 설정,

사용자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나타나 있는 ‘런처’를 통하여 배포된

계정 발급 등의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요 기업별 사용

다. 패키지 S/W가 최초로 설치된 후, 기업 관리자는 기능별로 기

권한에 따라 패키지 S/W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포 방안도 준비

업 내부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고 개별 사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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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asic template and add-on selection UI

Fig. 7 Basic template function execution UI
Fig. 6 Package software distribution process

낮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뿌리기업에 적합한 기능들이 상용
S/W를 배포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기업 사용자들은 배포된 어

S/W들에 많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뿌리기업은 인력 및

플리케이션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용이 부족하여 스마트공장 S/W의 유지보수가 어렵다. 또한 스

Fig. 7은 수요 뿌리기업의 특정 사용자가 배포된 패키지 S/W를

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부

설치하고 사용하는 화면의 이미지이다. 위쪽 이미지는 기본 템플

재에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릿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지시관리’ 기능의 실행 화면이고, 아래쪽

뿌리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패키지 S/W의 구성방

이미지는 추가 기능으로 선택한 ‘생산스케줄링’ 기능의 실행 화면

법과 스마트공장 패키지 S/W의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한 클라우드

이다.

기반 스마트공장 패키지 S/W의 제공 서비스 방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공장 패키지 S/W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뿌

5. 결 론

리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스마트공장 S/W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장 S/W의 기능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기능

뿌리기업은 타 산업의 제조기업과 다르게 스마트공장 S/W를 도

그룹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뿌리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상용화된 스마트공장 S/W의 기

기능 템플릿을 기본, 우수, 프리미엄 구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

능은 뿌리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기능 활용률이 매우

로 해당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된 요구기능을 결합하여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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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안된 패키지 S/W 구성과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의

9708/jksci.2016.21.11.093.

개념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프로토타입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뿌리기업에 스마트공장

[8] Bae, K. H., Bae, S. J., Jeong, T. S., Heo, J. Y., Moon, S. K.,

구축의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클라우드

Song, S. H., Lee, S. S., Lee, J. H., Bae, Y. S., Jeong, J. Y., Na,
H. J., Park, Y. W., Shin, G. S., Wang, J. N., Kim, B. H., 2019,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여러 뿌리기업에 스마트공장 패키지

Smart Factory Management & Technology, Dreamdesign,

S/W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용효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

Republic of Korea ISBN:979-11-954002-2-5[03320].

구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향후에 수행해야 한다.

[9] Marcos, A. P., Fabrício, J., Diolino, J. S. F., Paulo, E. M.,
2015, Service Composition in the Cloud-Based Manufacturing

후기

Focused on the Industry 4.0,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65-72.

이 연구는 “뿌리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수직형 통합 패키지 개

[10] Bergweiler, S., 2016, Smart Factory Systems-Fostering

발(과제번호: 20004577)” 과제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Cloud-based Manufacturing based on Self-Monitoring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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