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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시작  

표준과 개방 기반의 스마트 매뉴팩처링  
지금은 과잉 생산의 시대이다. 만들면 팔리던 때는 지나갔다. 동시에 제품 생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시장이 원하는 상품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체 제조업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첨단기술과 전통 제조 인프라의 융합이다.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각종 기술과 장치가 서로 다른 표준과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통합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표준과 개방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 1

IDG Summary│Intel

지금은 과잉 생산의 시대이다. 만들면 팔리던 때는 지나갔다. 동시에 제

품 생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환경, 안전 등 각종 규제는 강화하고 있

다. 이처럼 제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생산 효

율과 속도, 품질을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규모 생산 시설과 설

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산업이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이 IT(Information Tech-

nology), OT(Operation Technology), AT(Automation Technology)의 융

합이다. 제조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제조업이 처한 숙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인

더스트리 4.0(Industry 4.0)’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이들을 하나로 묶

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연결점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더스트리 4.0 막는 걸림돌과 해법 

대표적 움직임이 자동화다. 제조 산업은 꽤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자동

화 수준을 높여 왔다. 생산 현장에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기계 

간(M2M: Machine to Machine), 기계와 사람 간(HMI: Human Machine 

Interface)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했다. 생산 현장 정보는 전사자원관리시스템

(ERP)을 걸쳐 생산실행시스템(MES)으로 흐르도록 길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선도적인 기업의 제조 현장을 가보면 제조 설비부터 기간계 IT 시스

템까지 일관성 있게 업무 절차가 연결되고 정보가 흐른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

는 기업의 자동화 환경과 기간계 시스템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선도기업 

중 많은 수가 설비 종합 효율 극대화(OEE), 공장 내 재고 최소화(WIP), 제조 

이력 관리 효율화, 에너지 효율 극대화, 고가의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수율 개선 및 안정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 현장에 쓰이는 각종 기술과 장치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통신 표준과 각기 다른 기준을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혼재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새로운 장치나 서비스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

다. 그래서 제조 현장의 주요 설비와 시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섬처럼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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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은 IT 인프라를 개선하는 장애요인이 되는데, 특히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

다.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는 IIC, OIC 등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고 합의안을 내는 데 상당

한 시일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과 솔루션

을 이용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양한 산업 솔루션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분석 솔루션 업체인 SAS는 생산 설비의 주요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

로 수집해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품이나 기계가 문제를 일

으키기 전에 정비해야 할 시기를 알려준다. 인텔은 SAS와 함께 인텔 기반 산업

용 PC나 IoT 게이트웨이를 생산 현장의 센서 정보 수집 구심점으로 삼아 클라

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스마트 헬멧도 있다. 인텔 코어 M 프로세서가 장착된 DAQRI의 헬멧형 제품

은 마치 비행기 조종사의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헬멧을 쓰면 작업

자가 4D 기술 기반 증강 현실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듯 실감 나

게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중 여러 업체가 시

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는 IoT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주요 자산을 관

리하는 ACAM(Accenture Connected Asset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 서비스는 인텔 IoT 게이트웨이와 액센추어의 CPaaS(Connected Plat-

form as a Service)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또한, 인텔 역시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 IoT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해 수율 손실을 20% 줄

였고, 생산 설비 부품 교체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인텔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이런 성공 사례의 중심에는 인텔의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인텔 인더스트리 

4.0 구현 전략의 핵심은 에지에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Edge to Datacen-

ter/Cloud)까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실제로 인텔은 IT, OT, AT

를 포괄하는 프로세서 제품군과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준과 개방’이라는 대원칙을 지킨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텔 프로세서는 산업

용 PC에서 IoT 게이트웨이, 데이터센터까지 인더스트리 4.0 환경 전반에서 널

리 사용된다. HMI, PLC, 모션 컨트롤러, 측정/모니터링 등 인텔의 기술은 제

조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전력과 성능 등 요건에 따라 인텔 쿼크, 

아톰, 코어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산업이 인더스트리 4.0에 기대하는 것은 명확하다. 더 많은 데이터로 새

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인텔은 IoT 기기부터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

랫폼까지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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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은 ‘과잉’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만들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품 생명주기는 나날이 짧아지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상품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안전 등 각종 규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장치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생산 시설과 설비를 사

업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제조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IT(Information Technology), OT(Operation Technology), AT(Automation Technology)의 융합입니다. IT, OT, AT는 하나로 묶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OT, AT 간 연결점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

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제조업이 직면한 현실을 넘어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적 요인인 센서와 장치, IoT 게이트

웨이,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산업 자동화 솔루션, 보안, 빅 데이터를 부문별로 소개하겠습니다.

Playbook SMAR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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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더스트 4.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도전 과제>

Playbook SMART MANUFACTURING 

자산 최적화 인력 최적화운영 최적화

• 설비 종합 효율 개선

 (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 설비 가동 시간 극대화

• 평균 수리 시간 단축

 (MDBF: Mean Time to Repair)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 업무 방식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협업 강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 유연 생산 방식 도입

• 수율과 품질 개선

•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

• 공급망의 기민성 확보

제조 업계는 지금까지와 다른 수준의 생산 효율, 속도, 

품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가 오면서 제

조업의 비즈니스 본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제조업은 장치 산업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처럼 쉽

게 사업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설비와 

시설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계가 주목하는 방법은 IT, OT, AT

의 융합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가로막는 걸림돌

제조 산업은 꽤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자동화 수준을 높여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산 현장에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기계 간(M2M: Machine to Machine), 기계와 사람 간(HMI: Human Machine Interface) 등 새로운 커

뮤니케이션을 늘렸습니다. 생산 현장 정보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생산실행시스템(MES)으로 흐르도록 길이 트였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조 현장을 가보면 제조 설비와 시설부터 기간계 IT 시스템까지 일관성 있게 업무 절차가 연결되어 있

고 정보의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기업의 자동화 환경과 기간계 시스템도 사실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동화와 기간계 시스템 관련해 제조 업계가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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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조 업체가 지속적인 개선을 하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는 경우는 드뭅

니다. 흔히 말하는 ROI(Return of Investment)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현

장에 쓰이는 각종 기술과 장치는 ‘통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통신 표

준과 각기 다른 기준을 따르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세트로 인해 레거시 시스템 

간 연동, 새로운 장치나 서비스와 연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조 현장에 가보면 PROFINET, DeviceNet, EtherCAT, CANopen, Modbus 등 

산업용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field bus protocol)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환경도 LAN, 와이파이, 3/4G까지 쓰입니다. 각종 설비와 장치 컨트롤

러 역시 임베디드 플랫폼을 쓰는 것부터 윈도우 기반 산업용 PC 등 여러 종류가 

쓰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역시 C, C++, 자바 등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설비, 시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섬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면 섬처럼 존재해도 사실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제조 비즈니스의 본질을 소화하려면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

터, 클라우드를 접목해야 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 접근 전략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많은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고리를 풀어야 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 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_ 표준안 마련

_ 레거시 시스템 통합

_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_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 효과(ROI) 확대

표준안의 경우 개별 기업이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제조 업계에서는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등 표

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안 없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은 없을까? 전환기를 위한 기술과 해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과 솔루션으로 레거시 통합, 인더스트리 4.0 환경을 위한 보안 체제 구

축, 자동화를 넘어서는 ROI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 나

와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잘 활용해 성과를 거둔 기업

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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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환경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추진할 혁신 대상은 앞서 언급한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OEE 극대화, WIP 최소화, 수율 개선,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을 위해 IT, OT, AT 업

계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주요 솔루션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참고로 인텔은 최근 2016년 4

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Haanover Messe 2016에서 

다양한 IoT 기반 차세대 산업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조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중단 사태를 막는 똑똑한 예지 정비
- SAS의 IOT를 활용한 예지 정비

제조 현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는 것은 곧 매

출 손실로 이어집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중요 시설과 설비 정비를 꼼

꼼히 하지만 각종 장애와 고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설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장 나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대

처하는 것입니다. 최근 IoT, 빅 데이터, 머신 러닝 기술의 발전 덕에 예

지 정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분석 솔루션 기

업인 SAS는 제조 시설과 기계의 주요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 스트림으

로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이나 

기계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정비를 해야 할 타이밍을 잡아냅니다. 인

텔은 SAS와 함께 인텔 기반 산업용 PC나 IoT 게이트웨이를 생산 현장

의 센서 정보 수집의 구심점으로 삼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시

나리오를 구체화했습니다. 중요 설비와 기계에 장착된 센서는 동작, 빛, 

온도, 습도, 소리를 측정하고 이들 데이터는 인텔 기반 장치가 수집해 

클라우드로 보내고, 하둡 기반 빅 데이터 환경에서 SAS 솔루션으로 분

석됩니다. 분석의 내용은 예지 정비뿐 아니라 공정, 환경, 품질 등 다양

합니다.  link

2

link

http://www.sas.com/en_us/insights/big-data/internet-of-things.html
https://www-ssl.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brief/optimization-with-smart-manufacturing-brie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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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HMI 장치 
- DAQRI 스마트 헬멧

제조 현장에서 헬멧은 안전 장구로 통합니다. 스마트 헬맷은 안전에 생산 효율까지 덤으로 제공

합니다. 인텔 코어 M 프로세서가 장착된 DAQRI의 스마트 헬멧은 비행기 조종사 헬멧과 같이 작

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AQRI는 이 핼멧은 웨어러블 HMI라 부릅니다. 작업자는 

4D 기술 기반 증강 현실을 통해 주변의 각종 설비 기계가 보내는 정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비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듯이 실감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림 1. 제조 시설, 장비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SAS의 이벤트 스트리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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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도 이제 클라우드 시대 - ALTERA의 새로운 제안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공장 자동화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PLC는 요건과 조건에 맞춰 만듭니다. 그래서 FPGA 기반으로 맞춥니다. 이는 특

정 용도와 목적에는 최적이지만 유연성과 범용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뜻합니

다. SoC(System on Chip) 기업인 Altera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FPGA를 단일 장치에

서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PLC-on-a-Chip)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

리 4.0 환경이 요구하는 강력하고, 호환성 좋고, 연결성 좋은 PLC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산업

용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뿐 아니라 OPC-UA도 지원해 IoT 클라우드 서버 연결도 가능합

니다. 참고로 인텔은 하노버 메세 2016 행사에서 TSN 백본에 연결된 알테라의 PLC를 어떻게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와 클라우드로 연결하는지 시연하였습니

다. 새로운 개념의 PLC에 대한 더 더 자세한 내용은 Altera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제한하는 

새로운 PLC 디자인에 대한 백서를 참조 바랍니다.

또한, 4D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도 제공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현장에 맞춤형 증강 현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춘 100대 기업에 속하는 여러 분야 제조 기업과 파일럿 프로

젝트를 추진 중일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link

link

http://daqri.com/home/product/daqri-smart-helmet/
https://www.altera.com/content/dam/altera-www/global/en_US/pdfs/literature/po/ss-1071-pl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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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클라우드 
- 액센추어의 클라우드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는 IoT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주요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Accenture Connected Asset Management)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인텔

IoT 게이트웨이와 액센추어의 CPaaS(Connected Platform as a Service)를 토대로 이

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조 기업은 EAM(Enterprise Asset Management),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link

<그림 2. PLC-on-a-Chip 레퍼런스 디자인 개념도>

https://www.accenture.com/us-en/service-accenture-asset-operations-serv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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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OT의 결합을 꿈꾸는 GE의 PREDIX

제조 업계에서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산업 시설과 장비 유지보수에 씁니다.

이를 줄이는 것은 늘 최우선 혁신 과제입니다. GE Predix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

스입니다. 인텔 IoT 게이트웨이가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ERP, 

MES, CRM 시스템에 담긴 운영 정보를 토대로 GE Predix는 설비 가동 시간 극대화를 위

한 유지보수 전략 수립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BM이 제시하는 예지 정비의 미래

인텔 프로세서 기반 플랫폼은 제조 현장의 각종 설비와 시설이 보내는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빅 데이터 플랫폼에서 기계 학습을 통해 

예지 정비 등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IBM은 예지 정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사의 PMQi(Predictive Maintenance and Quality)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을 ADLINK

의 게이트웨이와 연결하는 시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ADLINK의 솔루션은 인텔 IoT 게

이트웨이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제조 현장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림 3. IBM PMQi와 ADLINK의 게이트웨이를 통한 장비 장애 사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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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IOT와 빅 데이터를 통한 수율 개선 - 인텔의 경험

인텔은 반도체 업계의 상징과 같은 기업으로 주요 국가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IoT와 빅 데이터 분석 관

련 인텔이 주도하는 기술을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율 손실을 20% 줄였고, 고가의 생산 설비 부품 교체 비용

을 20% 이상 줄었고, 품질 검사 속도를 10배 가까이 끌어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텔이 발행한 ’IoT를 통한 제조 최적화 백

서’를 참조 바랍니다.

<그림 4. IT와 OT 기술의 융합을 이끄는 GE Predix>

http://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white-papers/industrial-optimizing-manufacturing-with-iot-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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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IT, OT, AT를 포괄하는 

프로세서 제품군과 개발 플랫

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윈드리버와 인텔 시큐리

티를 통해 인더스트리 4.0 실

현을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세

트를 완성합니다.

3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핵심은 종단 간(Edge to 

Datacenter/Cloud) 측

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그

릴 때 염두에 둘 것은 ‘표

준’과 ‘개방’을 가능한 지

키는선에서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

텔 프로세서는 산업용 PC, 

IoT 게이트웨이, 데이터센

터까지 인더스트리 4.0 환

경 곳곳에서 쓰입니다. 먼

저 제조 현장에서 인텔이 

기술은 HMI, PLC, 모션 

컨트롤러, 측정/모니터링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

다. 전력, 성능 등 작업 요

구 조건에 따라 인텔 쿼크, 

아톰, 코어 프로세서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텔

은 자회사인 Altera를 통

해 SoC FPGA 기반 PLC

도 제공합니다. 물론 실시

간 수집과 분석 등 대규모 

연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이터센터에서는 제온이 

쓰입니다. link

<그림 5. 인더스트리 4.0 환경을 위한
프로세서 제품군>

<그림 6. 인더스트리 4.0 환경을 위한 인텔의 스마트 공장 개념>

http://www.intel.co.kr/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white-papers/developing-solutions-for-io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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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플랫폼

인텔은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인텔은 기존 시설과 설비를 바꾸지 않고도 인더스트리 4.0의 이점

을 누릴 수 있는 길을 IoT 플랫폼을 통해 열었습니다. 시스템 통합(SI) 사업자나 공장 자동화 솔루션 사업자 등의 전문 기

업은 인텔 IoT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산업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쓰이는 레거시 환경에 있는 센서와 장치에서 생성되

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까지 전달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텔 IoT 플랫폼을 이용하면 제조 업종에 맞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각종 기계, 설비 통제 장치

로 쓰이는 산업용 PC를 IoT 지원 가능한 첨단 기기로 바꿀 때 인텔 IoT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IoT 개발킷을 

이용해 다양한 API와 클라우드에 연결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텔 프로세서 기반 OPC UA 서버를 꾸미면 

산업용 PC가 수집한 센서 정보를 ERP에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텔 IoT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생산 현장에 있는 센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센터 내 서버나 클라우드로 간단히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텔 IoT 플랫폼 백서를 참

조 바랍니다.

<그림 7. 공장 현장부터 데이터센터까지 매끄러운 연결을 보여주는 인텔의 IoT 플랫폼>

link

http://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white-papers/iot-platform-reference-architecture-paper.pdf


Playbook SMART MANUFACTURING 

빅 데이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제조 업계가 기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조 현장부터 기간계 업무 시스템까지 인더스트리 4.0 관련해 챙겨야 할 데이터 유형은 매우 많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 통에 담아, 원하는 측면에서 분석할 것인가? 인텔은 IoT단계부터 클라우드 상에 있는 빅 데이터 플

랫폼까지 하나의 연결된 측면에서 데이터의 흐름과 통합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량, 작

업 효율,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데이터 분석과 머신 러닝을 통한 예지 정비까지 가능하도록 안

내해 유지보수나 수리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이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텔 백서를 참조 바랍니다. 

link   한편 인텔은 최근 데이터 분석의 큰 흐림인 실시간 처리에 대한 인더스트리 4.0 전략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

텔 백서를 참조 바랍니다.  link

<표 2.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

<그림 8. 인텔이 제시하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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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tel.co.kr/content/dam/www/program/embedded/internet-of-things/blueprints/iot-business-value-manufacturing-blueprint.pdf
http://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best-practices/using-big-data-in-manufacturing-at-intels-smart-factories-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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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텔이 그리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머신 러닝은 IoT, 

웨어러블, 서버 시스템, 분석 플랫폼, 개발 및 분석 도

구 모든 측면을 아우릅니다. 인텔 제온과 제온 파이 프

로세서는 머신 러닝이 요구하는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근간입니다. 인텔은 강력한 하드웨어의 성능

과 기능을 머신 러닝 측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텔 MKL(Math Kernel Library), 

인텔 DAAL(Data Analytics Acceleration Library) 등

을 활용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이를 인텔 

TAP(Trusted Analytics Platform)에서 돌리는 순간 그

동안 의미 없어 보이던 각종 조각 정보가 학습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시설과 장치가 하루하루 

학습을 통해 기능과 효율이 더 나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제조 현장

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link

인텔의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더 생산적으로, 더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폭넓은 

기술 제안을 통해 제조 기업이 머신 러닝을 각자의 필

요와 규모에 맞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정된 

기능과 역할에 치중하던 자동화 장치와 센서가 아니

라 현장에 IoT와 웨어러블 기기가 쓰이고 이들이 머

신 러닝 환경에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차, 에너지, 화

학 등 다양한 산업별로 무궁무진한 활용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link

https://software.intel.com/sites/default/files/managed/f9/0e/DCWS006.pdf
http://www.slideshare.net/insideHPC/intel-machine-learning-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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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보안

인텔 IoT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중에는 자회사의 기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윈드리버와 맥아피입니다.

먼저 인텔은 윈드리버 솔루션을 통해 제조 산업에 ‘소프트웨어 정의(Software defined)’ 개념을 전파고 있습니다. 제조 현

장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정의는 ‘컨트롤러 환경을 가상화 하는 것입니다. 각종 임베디드 컨트롤 장치나 산업용 PC 기반 

컨트롤 장치를 가상화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 현장에 가능한 적은 컨트롤 장치를 두기 위한 접근법으로 

컨트롤러 배치와 유지보수에 드는 수고와 노력을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윈드리버는 KVM 기반 가상화 기술과 오픈 

스택 관리 프레임워크를 자사 서버 플랫폼과 연계해 성능과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림 9. 인텔의 기능적 안전 솔루션>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기능적 안전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인텔은 기능적 안전(Functional Safety) 측면에서도 산업 현장의 안전 보장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인텔은 

가상화 기술과 윈드리버 VxWork 실시간 운영체제를 활용해 설비와 시설의 오동작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적 안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인텔은 기능적 안전 솔루션 관련해 현재 ISO61508의 기능적 안전 레벨 3와 

SIL(Safety Integrity Level) 2 인증 획득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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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마트 공장을 위한 맥아피의 보안 솔루션>

다음으로 인텔은 맥아피 기술을 활용해 인텔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이트웨이가 외부 클라우드와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텔 게이트웨

이 백서를 참조 바랍니다.  link

<그림 10. 윈드리버의 타이타늄 서버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컨트롤러 구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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