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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조 부문의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스마트제조’의 고유한 기회와 가치를 명확
히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를 기존 제
조혁신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스마트제조와 기존의 제조혁신을 비교해보면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의 최대 단축’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제조는 그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디지털기술이라는 강
력한 수단을 가짐으로써 ‘정보전달 속도’, ‘데이터의 역할 범위’, ‘생산품종의 다양
성’ 면에 있어 기존 혁신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실시
간 가상화 제조 실행이 이루어지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의 제조혁신과 다르다. 스마트제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기술의 차별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부문에 활용을 집중하고, 국가가 부문 간의 적
극적인 연결을 위한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제조혁신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보완혁신’과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스마트제조에 알맞게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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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

이 같은 논란들은 제조 부문의 4차 산업혁명이

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

라 불리는 ‘스마트제조(Smart manufacturing)’에

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정치적 유행어’라는 비

대해 역시 비슷한 의문들을 가지게 한다. 이 스마

1)

판이 있다. 이 용어는 194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

트제조는 지금까지 있어온 기존의 제조혁신과 분

했으며, ‘경제의 도약(Take off)’ 개념을 도입했던

명한 ‘차별성’이 있는가? 스마트제조는 겉만 반짝

경제학자 로스토우 역시 1983년도에 아시아 국가

이고 내용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들이 전자공학과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 산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업혁명의 문턱에 이미 들어섰다고 말한 바 있다.

위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이

다른 하나는 산업혁신의 긴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전에 있던 기존의 제조혁신을 살펴보고, 스마트

디지털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제조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

않다는 것이다.

째, 기존의 제조혁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마트

로버트 고든은 그의 저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

제조 고유의 기회와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는가」에서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기존의 제

앞의 1차, 2차 산업혁명에 비해 3차 산업혁명의

조혁신이 경제적인 유의미함을 가져오기 위해 어

혁신 수준은 굉장히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후

떠한 요건이 필요했는지 배우고 이를 스마트제조

로도 경제성장의 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비

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관론을 제시했다.
1) 홍성욱(서울대교수) “4차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본고에서는 스마트제조와 기존 제조혁신의 공
통점과 차이점에 착안하여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스마트제조와 기존 제조혁신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스마트제조와 기존 제조혁신의 공통점

조를 “신속한 신제품 생산과 시장의 요구에 대한
기민한 대응, 공급망 전체에 걸친 실시간 최적화

먼저, 기존 제조혁신의 맥락에서 스마트제조

를 목적으로 하며, 제조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2년 미국 SMLC(Smart

능적인 시스템과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스마트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는 스마트제

제조의 목적은 한 마디로 상품이 착안되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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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거쳐 판매가 가능해지기까지 소요된 총 시

같이 고가의 수공업 기반 니치마켓에서만 가능하

간인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을 최대한 단

다고 생각해온 제조업계에 대중에게 합리적 가격

축하는 것이다.

으로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도요타는 충격적인 혁

제조 부문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당연

신의 상징이 되었고, 그 비결을 탐구한 내용들이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의 제조현장에

「세상을 바꾼 기계(The machine that changed the

서는 이것이 처음부터 당연한 목표가 아니었다.

world)」2)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936년 개봉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스’

위 책에 따르면 도요타가 가장 획기적으로 접근

속의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포디즘(Fordism)

했던 지점은 바로 ‘설정시간(Set up time)’이다. 제

시대의 제조는 시장을 향한 ‘푸시(push)’ 방식의

조에 있어 공정소요시간(Cycle time)은 <그림 1>

대량생산 체제였다. 대량생산을 위하여 컨베이어

과 같이 ‘설정대기(Queue)-설정(Setup)-가공(Pro-

벨트에 맞추어 신속,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반복

cess)-기계에서의 분리(Teardown)-대기(Wait)-다

작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과정을 철저

음공정으로 이동(Move)’으로 구성된다. 제품을

히 시간과 동작에 따라 표준화, 세분화하는 것이

대량양산하는 경우 한 번의 설정(Setup)으로 여

필요했다. 이때 프레드릭 테일러의 ‘시간과 동작

러 번의 가공 및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time and motion study)’를 기반으로 한 ‘과

설정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제품의 수만큼 배

학적 관리의 원칙’은 1913년 헨리 포드의 ‘T 포드’

분하여 제품 1개당 단가가 낮아진다. 낭비에 민감

생산라인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제조작업

하고 재고를 악(惡)으로 인식했던 도요타는 시장

장에는 모범적인 작업방법을 설계하고 교육시키

에서 요구한 만큼의 수량만을 생산하는 ‘풀(Pull)’

며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들과 라인에

방식의 제조를 원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른 품

서 실제 분업을 실행하는 작업자들 사이에 구분이

종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설정에 소

생겼으며, 제품 1개당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

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제품원가의 상

해 고정설비와 노동력은 멈춤 없이 가동되었다.

승을 억제해야 했다. 그래서 제조현장에서는 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은 언젠가는 팔린다는 공급

리자가 아닌 누구라도 다이캐스트를 바꾸고 품종

자 중심의 장밋빛 시대였기에 고객 지향적 제조패

변화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며 불량으로 인한 낭

러다임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비가 일어나지 않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작업자

그러나 ‘오일쇼크’와 소수품종 제품의 시장 포

들에 대한 ‘재숙련’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노력

화로 산업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제품의 다양

의 결과 설정변경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자 셋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대두되었을 때,
JIT(Just In Time) 또는 ‘린(Lean) 생산’이라 불리는
다른 혁신적인 제조방식을 가진 일본의 도요타가
세계적으로 부상한다. 다양한 제품생산은 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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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T에서 5년간 IMVP(국제 자동차 프로그램,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의 500만 달러 후원을 받아 시행한 ‘자동차산업의 미래’ 연구
의 결과물로 1990년도에 출간됨. James P. Womack, Daniel T.Jones,
Daniel Roos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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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정소요시간(cycle time)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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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리드타임

업 시간과 비용은 타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것이나 그 알고리즘을

으로 낮아졌다.

실행시켜줄 계산능력(computing power)이 부족

설정시간(Setup time)의 획기적 단축은 추후 스

하여 실현되지 못했다.3) 그런데 최근 빅데이터의

마트제조에서 추구하는 대량맞춤생산(Mass Cus-

저장, 처리 및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개

tomization)을 가능하게 한 기초적인 혁신으로 스

념과 아이디어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실제로 시행

마트제조의 정의에도 계승되어 있다. “신속한 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제품 생산과 시장의 요구에 대한 기민한 대응, 공

사람과 도요타 공장의 ‘간반(看板, Kanban)’과

급망 전체에 걸친 실시간 최적화”의 원형적인 모

같이 물성을 가진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 이루어

습이 바로 이 도요타에 나타났기에 지금까지 모

졌던 제조프로세스 내의 ‘인지-판단-수행’의 정보

든 제조운영관리 교과서에서 JIT를 모범으로 가

순환 사이클이 ‘디지털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짐에

르치고 있다.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획기적으로 이전과 달
라질 수 있는가?

(2) 스마트제조와 기존 제조혁신의 차이

첫째는 정보전달 속도이다. 이전에는 제조현장
에서 발생한 한 이슈가 파악되어 전달되고 해결

상상 속에 그릴 수 있으나 실현이 요원해 보이

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단계와

는 이상을 사람들은 공상과학소설(SF)로 그려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스마트제조에서는 센서를

곤 한다. 스마트제조는 ‘time to market’이 획기적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IIOT(Industrial Internet of

으로 단축된 상상 속의 이상적인 모습을 정말 현

things)를 통하여 연결된 곳곳에 전달되고 상황에

실 속에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기술’이라는 강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 역시 인공지능 등을 통해

력한 수단을 사용한 제조를 의미한다. 즉 제조에

자동화되어 모든 문제에 대한 ‘실시간(Real time)’

있어 지향하는 목표와 이상은 과거와 같지만, 그

감지 및 해결이 가능하다. 그동안 단계와 위계질

이상의 실현 가능성과 속도에 있어 과거와 비교

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불가한 수단이 생긴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
의 알고리즘도 그 개념과 이상은 최근에 생긴 것

3)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특히 ‘Reinforcement learning’의 알고리즘은
1997년 Tom Mitchell의 쓴 책 ‘Machine Learning’에 이미 소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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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시간으로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 가능

능하다.6) 선박,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일찍이 도

해졌다.4)

입되기 시작했던 원격 디지털제어는 제조현장에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에도 IT를 통한 ‘속도’

까지 확대되어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EWA공

의 개선이 있었지만 ‘실시간’ 접근에 대한 가능성

장이나 아디다스의 스피드팩토리와 같은 스마트

은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았다. 현재는 공장 내부의

팩토리들을 탄생시켰다. 스스로 오류에 대한 자

이슈뿐만이 아니라 공급업체의 상황, 시장의 반응

가진단과 IOT를 통한 원격모니터링을 할 수 있

등 기업 외부의 상황까지도 연결된 정보망을 통해

는 미국 디볼드의 ATM기나 바리안 메디컬 시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템즈의 의료기기에서도 이러한 ‘자율제어’가 실

어, 네트워크들의 발달과 가격하락으로 현저히 낮

현되었다. 생산공정부터 계측과 제어, 제품 수주

아지고 있는 정보의 ‘저장, 전달, 처리’ 비용들과 초

및 출하까지 ‘기계를 통한 자동화, 무인화’를 추

연결성(Hyper-connectivity)은 바로 이 실시간 속도

구한 것이 기존의 제조혁신의 모습이라면 ‘데이

를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터를 통한 연결 및 지능화’를 한 것이 스마트제조

일본의 대표적 화학기업 미쓰비시 케미컬은 그

의 모습이다.7)

예를 보여준다. 생산설비에 무선센서를 부착하여

세 번째는 생산품종의 다양성이다. 설정시간

설비의 진동과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생하는

(Setup time)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다양한 품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 같은 ‘실시간 감

종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도요타의 JIT

지’로 제조원가 절감효과를 경험하고, 추후 적외

생산은 데이터를 통하여 ‘초개인화 생산(Hyper-

선 카메라, 가시광 카메라로부터 입수된 데이터

personalized manufacturing)’을 가능하게 했다.

로 생산설비의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지를 감시하

고객 개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데이터로 생산자에

는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이다.5)

게 전달하고, 데이터로 운영되는 유연생산시스템

둘째는 데이터의 역할 범위이다. 스마트제조
이전에는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생산하

으로 제품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고, 그 데이터를 통해 사람이 문제를 인지하고 판

영국의 유명 럭셔리 패션기업 버버리는 매출과

단하며 대응해 나갔다면, 스마트제조에서는 사

브랜드 이미지 급락을 겪다가 ‘디지털 미디어 컴

람의 개입이 없이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퍼니’라는 새로운 부흥전략을 내세웠다. 그 전략

인지-판단-‘실행’까지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의 일환으로 고객이 직접 실루엣, 섬유, 컬러 등을

즉 데이터를 통해 기계와 소프트웨어 ‘제어’가 가

선택하여 원하는 스타일의 트렌치코트를 디자인

4) John Clemons. “The Anatomy Of Smart Manufacturing”. Forbes,
2018년 3월.
5) 유기돈. “디지털 혁신이 전통 소재 산업을 바꾼다”, LG경제연구원,
2018년 7월 6일.

6) 김상훈. 「4차 산업혁명 주요 개념과 사례」, 산업연구원, 2017년 5월
17일.
7) “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와 어떻게 다를까? 제조업의 혁신을 일
으키는 스마트 팩토리를 알아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블로그,
201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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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문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 주는 최대 장점은 가상에서 미

를 제공하였는데, 총 120만개의 조합된 품종제공

리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실제 실행에서 발생할

이 가능하다.또 기존에는 패션쇼에서 선보인 제품

많은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을 고객이 구매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것이다. 이 시험은 실제 물질세계에서의 시험가

지금 버버리는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며 고

동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싸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

객들에게 주문을 받고 7주 만에 상품이 배송될 수

로 여러 번 수행해볼 수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

8)

있도록 생산체계를 유연하게 혁신하였다.

포트’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예상범죄 현장과 사람

개인의 선호에 따른 제품제작은 패션뿐만 아니

에 미리 개입하여 범죄를 막는 모습과 같이 고장

라 고급 차량, 비행기, 요트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과 고비용이 예상되는 지점을 발견하여 발생을 예

선택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며9), 개인의 건강상황

방한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성능을 발

에 맞는 의약 및 식품 보조제 생산도 가능할 것으

휘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모델이 실제의 제조 시

10)

로 전망된다. 이전의 혁신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

스템을 거의 실제 그대로 최대한 닮게 구축되어야

며, 효율적이고 전사적으로 연결된 스마트제조의

한다. 이 때 필요한 시스템이 ‘제품수명주기관리

궁극적 모습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한

시스템(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인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으로 귀

데, 제품과 공정의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정보11)

결된다.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물적 세계에 있

를 최대한 상세하게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트윈이

는 공장과 공정을 데이터로 가상세계에 그대로 구

‘인지-판단-수행’을 시행하는 기준정보로 만들어

현한 쌍둥이 모델을 통해 ‘인지-판단-수행’을 시행

주는 역할을 한다. 부속,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하는 것이다.

단계별로 디지털 트윈이 얼마나 현실과 가깝게 상

기존에 ‘인지’를 맡았던 사람의 눈과 같은 감각

세하게 구축되어 있는가와 이 디지털 트윈들이 단

기관의 역할을 스마트센서가 담당하고, ‘IIOT

계별로 어떻게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따라 시스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가 신경망을 대신하

템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여 인지한 내용을 센서로부터 전달한다. 인공지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제

능이 이를 입력데이터로 받아들여 ‘판단’을 하고,

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제품수명주기관

판단 결과에 대해 사람에게 대시보드를 통해 알

리시스템(PLM)이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는가’와

려주거나 자신이 직접 시스템을 제어하는 ‘수행’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실시간 가상화 제조실행이

을 한다.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은 공장

8) 김형택. “2017년 IT산업 메가트렌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7년 2월.
9) Vittal Devarajan. “Hyper-Personalized Manufacturing Can Drive Inclusive Growth - Here’s How”. Forbes, 2017년 7월 22일.
10) “ Using supplements? Order a personalized pill : MIT News”. MIT
News, 2017년 5월 1일.

11) P
 3R(product, process, resource and plant(제품, 프로세스, 자원, 공
장)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인력, 설비, 재료, 작업 방법)
엔지니어링 정보를 말함.

2 0 1 8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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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스마트공장 수준별 단계
고도화
IoT·CPS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중간수준2
IT·SW 기반
실시간 자율제어

중간수준1
광범위한 생산정보
실시간 집계·모니터링

기초수준
생산이력 추적관리

ICT 미적용

^설비, 자재,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IoT/CPS)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공장운영
^전 제조 과정의 통합 운영

진행 기술

^관리시스템을 통한 설비자동제어 ⇒ 실시간 생산 최적화
^분야별 관리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개발 ↔ 생산 ↔ 자원관리
^설비정보 자동집계 ⇒ 실시간 공장운영 모니터링, 품질분석
^분야별 관리시스템 간 부분적 연계
ex) 기준정보·엔지니어링 정보 생성, 수주정보 ⇒ 생산계획

기존 기술

^생산실적 정보 자동집계 ⇒ 자재흐름 실시간 파악, Lot-tracking
^부분적 관리시스템 운영(설계, 영업, 재고, 회계 등)
^Excel 정도 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자료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의 혁신단계를 <그림 2>와 같이 5단계로 나누었

그러나 2018년 5월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에서

다. ICT 미적용 단계에서부터 중간수준 2단계까

2015년에 수작업 상태에서 2018년 고도화 단계로

지를 기존 혁신으로, 최상단의 고도화 단계를 스

발전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코렌스의 사

마트제조로 볼 수 있다. 2016년 5월 기준 국내

례가 발표되어 희망을 주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에 보급된 스마트 공장의 경우, 전체 1,240개 기

㈜유디엠텍이 개발한 CPS를 최초 도입하여 불량

업 중 82.3%가 기초 수준이고, 14.6%가 중간수

률을 이전의 4%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준 1단계, 3.1%가 중간수준 2단계에 불과하여 사

16% 향상시킨 ㈜코렌스는 2016년 452억원이던

실상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제조를 구현하는 고

신규 수주액이 2018년에는 3,096억원으로 증가하

도화 단계가 부재한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

였으며 벤츠, 도요타, 닛산 등 신규 고객을 유치하

냈다.12)

였다고 밝혔다.13)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년 5월 보고.

1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5월 18일 보도자료.

3. 스마트제조의 성공 조건
(1) 디지털기술의 차별적 장점 활용

대에서는 불가능하던 기회와 가능성들을 최대
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설계(De-

스마트제조가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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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품 전반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칠 기회

수명주기 전반 예상총비용(누적)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

설계 및 개발

생산

제품의 사용 및 유지보수

폐기

자료 : Blanchard, Logistics Engineering and Management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킬 수 있는 디지털기술은 제품의 수명주기 중 모

생애 주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관계 기술(RT,

든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

Relation Technology)14)’로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일괄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

받은 피드백을 설계에 신속하게 재반영한 제품을

기 때문에 프로세스 중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분

생산, 출시하여 기업은 ‘타임 투 마켓’을 획기적으

부터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기술로 가장

로 단축할 수 있다.

큰 가치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이다. <그림 3>

세계적인 농화학기업 몬산토는 고객인 농부들

은 제품의 생산, 사용, 수명유지를 위한 정비, 폐

에게 “Climate Basic”이라는 앱을 제공하여 작업환

기까지 발생되는 제품수명 전반의 비용(life-cycle

경에 따른 최적의 비료 및 관개 수준에 대한 정보

total cost)을 절감하고자 할 때, 설계 부분에서 변

를 제공한다. 이 앱을 사용하여 농부들이 병에 걸

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미 해당 제품에 소진된 비

린 작물이나 종자 사진을 전송하면 몬산토는 이에

용을 가장 적게 하면서 가장 큰 비용절감 효과를

대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사의 데이터베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에 해당자료를 입력하여 신제품 개발에 중요

스마트제조의 디지털기술은 설계 중 가상 프로

한 자료로 참고한다.15)

토타이핑이나 공정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에도

미국의 농기구 기업 그레이트 플레인스(Great

강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품의 주 사용자들과 연

Plains manufacturing)는 디지털을 이용한 설계부

결되어 생산 이후 과정인 제품사용, 유지 및 정비,

분의 혁신으로 새 장비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폐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고객의 요구사항
을 실시간 데이터로 파악해줄 수 있다. 이 디지털
기술을 제품사용자, 즉 고객과 연결되어 제품 전

14) 이어령.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 2015.
15) 유
 기돈. “디지털 혁신이 전통 소재 산업을 바꾼다”. LG경제연구원,
201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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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준으로 단축하였고, 경쟁사 기계보다 속도

극적 연결을 위한 촉진자가 되는 것이다. 디지털

는 35% 더 빠르고 무게는 40% 덜 나가며, 극한환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동일제품의 생산에 저비용

경에서 작동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그 결

이 든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는 디지털기술을

과 해당제품의 2년차에는 판매가 10배 증가하였

공공재로 공급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이 산업계

16)

다. 이는 설계가 디지털기술의 차별화된 장점을

에서 바다의 모든 배를 밀어 올리는 밀물과 같이

가장 잘 활용하면서도 가장 큰 부가가치를 발생시

되게 하려면18) 디지털기술의 효용에 대한 정확한

킬 수 있는 부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식이 널리 퍼져 수요가 충분히 발생해야 하고

설계부문에 대한 디지털투자는 제조부문 스타
17)

접근 가능할 만큼 가격이 싸야 한다.

트업을 활성화할 때에도 필수적이다. 센서를 통

애초 기업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던 대형 컴퓨

해 쓰레기수거 시기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쓰레기

터가 나중에는 각 가정에 PC로 보급된 것과 같이,

통 ‘클린큐브’를 제작한 국내 제조 스타트업 이큐

디지털기술 역시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한다. 국

브랩은 최초 주문량 1억원 상당의 제품생산을 위

가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급할 수 있

해 2억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중 1억원은

는 가장 효과적 주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

최초의 설계에서 양산에 맞춰 설계도를 7~8번 수

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제조 정책사업들은 매우

정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다.

중요하다. 단순히 특정 혁신단계에 해당하는 소

생산기술원은 이같이 공장이 없고 양산과정에

프트웨어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데 멈추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해 스마트

아니라 앞 절에서 소개된 수작업단계에서 고도화

제조를 적용한 ‘온디맨드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

에 이른 기업의 예와 같이 꾸준히 혁신상태를 모

각하여 제조 스타트업과 전문 제조업체의 협업

니터링하고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유도해 나

을 지원해주는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사업’을 진

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별로 개개의 사업으로 접

행하기도 했다. 많은 중소 전문 제조업체들이 이

근하기보다 여러 기업들이 연결된 공급망 단위로

같이 신생 아이디어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생

사업을 진행하여 기업 간 시스템들이 잘 통합되고

산할 수 있다면 다양한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대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

량주문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 역시 낮출 수 있을

게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현황19)에 대해 분석된

것이다.

축적자료는 기술공급 기업들이 한국 산업의 특성

디지털기술만이 가진 차별적 장점을 최대한 이

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고도화된 스마트제조에 쓰

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국가가 부문 간의 적

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16) “ 스마트 팩토리의 국내외 적용 현황 및 전망과 대응 방안”. 산업연구
원, 2018년.
17) 한정연. “[제조업 혁신의 풀뿌리 ‘메이커’의 국내 현실은] 아이디어 좋
아도 생산까지 멀고도 험한 길”. 중앙시사매거진, 2018년 3월 12일.

18) 에
 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
생이 시작된다」, 2014.
19) 2 017년도까지 총 3,000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로
세워져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17.2.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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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의 말처럼 혁신
20)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관 때의 조직과 설비배치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혁신의 열매가 국가

있었다. 그런데 기존 관리자가 은퇴하고 새로운

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생산성 향

세대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시점인 30년 뒤가 되

상에 기여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 기술코

었을 때 전기 사용에 맞게 공장배치와 조직이 바

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술 수요기업들

뀌기 시작했고 그러자 생산성이 두 배, 세 배 증가

과 공급기업들이 만날 기술시장의 발달을 촉진해

했다. 각 산업혁명을 주도한 증기기관, 전기, 전자

야 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공학기술과 같은 범용 기술들은 항상 이 기술들을

또 기술 공급기업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가 형성

꽃피워줄 다른 보완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생산

되도록 지원하여, 스마트제조에 쓰일 다양한 기

성 향상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술 간 상호 운용이 원활하도록 표준을 조속히 협
의해야 한다.

보완혁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도입할
조직의 프로세스와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인데 이것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통

(2) 기존 제조혁신의 성공요소를 상기

을 수반한다. 스마트제조 역시 기술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정비와 자원 재배치가 필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역사와 그 안의 성공

하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 CIO(Chief

과 실패의 경험들은 스마트제조의 성공을 위해 참

Information Officer)의 위상과 권한을 높게 조정

고할 만한 풍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하거나, CDO(Chief Data Officer)라는 직책을 새

첫 번째 교훈은 ‘보완혁신’의 중요성이다. 에릭

로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이유도 이러한 보완

브린욜프슨과 앤드류 맥아피는 3차 산업혁명 당

혁신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

시 기업들이 컴퓨터를 도입했을 때, 컴퓨터로 인

업 버버리도 한 세기를 훌쩍 넘는 기존의 전통적

한 생산성 향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평

인 조직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직원

균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IT의 생산성 역설21)’ 현

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세워 그들의 아이디어

상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경제사가 폴

를 지원했다.

데이비드의 2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에서 찾았

두 번째 교훈은 사람, 즉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

다. 전기 시대에도 역시 생산성 증가가 처음에는

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꾼 기계

느렸다가 그 뒤에 가속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에서는 JIT

다. 전기가 막 도입되었을 때 미국 공장들은 증기

도 도요타가 강력한 노조 때문에 종신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약 속에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최

20) “ Innovation Is Not Enough by Dani Rodrik - Project Syndicate”.
2016.6.
21)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
생이 시작된다」, 2014.

대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겨났다고 말한
다. 그 결과 포드 시스템 아래 업무 영역을 전문화
하여 분절시키고 관리자와 일반작업자를 분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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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던 관행을 깨고, 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수행뿐
22)

처해야 하는지 알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만 아니라 설정 변경 및 개선(카이젠, Kaizen) ,

리고 해당 공정에 숙련된 누군가의 암묵지가 담

불량발생 시 라인중단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긴 실행데이터가 쌓여야만 그로부터 기계 역시 배

질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작업자로 하여금 전체 공

울 수 있기에 시스템 개선의 첫 발판은 사람으로

정을 이해하고, 전체의 맥락하에서 자율적인 책

부터 나온 데이터로 보아야 한다. 사이버물리시

임과 권한을 가지도록 했던 이러한 접근은 스마트

스템의 디지털 트윈도 실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조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초연결성이 주된 특

가상모델이기에 모방할 ‘바람직한 실제’가 기존에

징인 스마트제조에서는 한 곳의 문제가 어디에 영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다. 사람을 일시적이고 폐기 가능한 자원으로 취

때 영향을 받을 타 부분까지 고려하여 어떻게 대

급하는 조직에서 ‘가상모델’이 참고할 만한 ‘바람
직한 실제’를 만들기는 어렵다. 유연한 시스템에

22) 공장의 작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소위 아래로부터(bottomup)의 활동. 생산설비의 개조, 공구의 개량 등 업무효율의 향상과 작업
안전의 확보, 품질불량의 방지 등 생산과 관련된 전범위에 해당. 위로
부터 명령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 스스로가 지혜를 내어
변화시켜 가는 것이 특징(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대한민국정부)

대한 수많은 강조 속에서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
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자원은 바로 ‘사람’
이라는 것이다.

4. 시사점
자동차산업의 기대주로 촉망되고 꿈의 스마트

터 운영기술이라는 새로 나타난 범용기술의 이점

제조시스템을 가진 것 같았던 엘론 머스크의 테슬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라가 ‘모델 3’의 심각한 생산차질 위기를 겪는 모

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배치할지 연구해야 한

습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스마트제조 적용 이전

다. 경제학자 폴 로머는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자

에 조직과 기술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던 기업이 디

원을 더 가치있는 방식으로 재배치할 때마다 이

지털기술의 적용으로 없던 가치를 갑자기 만들어

루어진다고 말했다.23) 국가는 ‘기술 코디네이터’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 제조혁신의 기본

로서 스마트제조의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는 많은

기를 닦고 디지털에 담아낼 자신만의 내용있는 경

기업들의 혁신과정을 지원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

쟁력이 있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크 형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여, 스

정부의 많은 지원은 디지털 전환에만 편중되지 않

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성공사례들을 더

고, 디지털에 담겨야 할 ‘핵심제조기술’ 발전을 위
해서도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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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
 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
생이 시작된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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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

24)

에 의해 그것이 ‘산업혁명’이었다는 개념이 생겨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60~1830년에 살았

났다고 한다.24) 데이터로 비롯된 스마트제조가 정

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말로 ‘혁명적’ 혁신인가에 대한 대답은 지난 제조

지 모른 채 살았고 1880년에 와서야 역사학자들

혁신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새로운 디지
털기술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살렸느냐

24) 네이버 열린연단, 산업혁명의 역사와 근대화, 김두얼 교수 발언 중에
서 인용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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