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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MES 인터페이스 표준의 필요성
한순흥 KAIST

1

개인맞춤생산

4차 산업혁명과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덕분에, [그림 1-1]에 ‘개인화 생산’
으로 소개된 개인맞춤생산(personalized

production)이라는

개념이 많이 소개되었다. 그

런데, 맞춤 제작의 문제는, 과거 방식의 맞춤복과 비슷하게,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PLM-MES 인터페이스 기술은, 개인 맞
춤된 제품을 대량 생산 비율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1❚ 개인맞춤생산과 대량생산의 역사

출처: 장은재 기자, ‘소비자 중심 맞춤형 생산 활동 는다’, 2017. 5. 7, www.e-conomy.co.kr/news/articleVie
w.html?idxno=20528



2

낮은 설계 완성도 때문에 생산 도중 설계 변경에 대응 필요

100년 전에 미국의 포드자동차에서 시작한 컨베어 벨트와 대량생산([그림
1913년에 해당)은

1-1]에서

개인맞춤생산의 반대편에 있다. 대량생산 환경의 경우, 작은 설계 오

류가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큰 문제(대량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설계의 완성도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테스트 생산 사이클을 통해, 설계 성
숙도의 수준을 높인 다음에 대량생산을 시작한다.
이런 방식은 여러 단계의 반복된 설계 수정 때문에 높은 설계 비용을 필요로 하
지만, 생산량과 생산 비용에 비해, 설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작기 때문에, 설
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맞춤생산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설계의 성숙도를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의 완성 후에 발견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과정 동안에 설계를 수정하기도 한다. 생산 도중에 발
견된 오류의 수정은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시간을 늘리게 되며, 생산 비용도 증가
시킨다.

3

생산부서와 설계부서 사이의 3D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

조선해양산업과 건설산업 등의 플랜트 부문은 그 산업의 초기부터 주문생산(개인 맞춤
생산)이

진행되었다. 제품이 크고 복잡하며 비싸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플랜트와 같은 제품은 개별적인 맞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품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며,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활동이 시
작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에 허용된 짧은 시간 외에도, 각 제품이 서로 다르게 설
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과거의 설계도를 재사용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설계
비용 때문에, 대량생산의 경우처럼 여러 번의 반복되는 설계를 감당할 수 없다.
설계와 생산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이러한
공학 concurrent engineering’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개념은 이미 ‘동시

설계와 제조의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

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그런데 설계부서와 생산부서는 모두 3D 공간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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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기 때문에, 두 부서 간에 3D 정보가 공유되어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
세계에서 1위, 2위를 하는 한국의 조선소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지만, 설계
부서의 3D 형상 모델은 일반적으로 설계용인 CAD 모델 형태로 생산부서에 전달
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화된 디지털 모델 형태인, 메쉬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 부서에 전달된다. 현장에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CAD 모델을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PDA나 스마트폰을 메쉬 형태의 3D 모델을 가시화하는 데
사용된다. 3D 제품 모델의 전달 채널은 [그림 1-2]와 같이 기존의 PLM ~ ERP ~
MES로 연결되는 순차적인 직렬 인터페이스와는 별개의 직접 채널을 이용한다.
생산부서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부서로부
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 한국
의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통신 채널은, PDA에서 3D 모델을 종이로 출력하고, 문제
된 영역을 펜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메일이나 음성통신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
내며, 출력하여 손으로 표시한 마크가 있는 문서를 스캔하여, 하드카피 이미지와
함께 문자나 음성이 전달된다.
따라서 개인맞춤생산에서는 생산 도중에 대량생산의 경우보다 설계 변경이 더
많이 발생하며, 설계 변경에 따른 부품의 추가 구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생산부서와 설계부서 사이에 2D 이미지가 아닌 3D 정보를 이용한 피드백 정보
의 신뢰할 수 있는 양방향 디지털 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작동한다
면, 설계부서의 PLM과 생산부서의 MES 양쪽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동일한 3D 모
델을 공유하며 설계의 수정 작업이 가능해진다.

4

PLM-MES-ERP 삼각 인터페이스

제조업에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는 설계 부서에서 사용되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은

관리 부서에서 사용되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은 생산부

서에서 사용되는 데, 이들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다.
[그림 1-2]은 대량생산 환경에 최적화된 PLM, ERP, MES 시스템 사이의 현재
(As-Is)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ERP는 CAD 모델과 같은 3D 엔지니어





링 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PLM과 MES 사이에 별도의 직접적인 3D
링크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대량생산의 상황에서는 생산 시스템이 일련의 테스트
생산을 통해, 대량생산에 맞게 잘 최적화되기 때문에, PLM(설계)과 MES(생산) 사이의
직접 연결은 많은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2❚ PLM-MES 데이터 교환의 As-Is 구성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PLM, ERP, MES가 효율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교
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정보 표준이 필요하다.
PLM에 대한 국제표준으로는 ISO 10303-239 Product life cycle support,
IEC 62890 Life-cycle-management for systems and components가 있어,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제품 설계, 생산 프로세스 및 리소스에 대한 정보
모델을 정의한다.
MES에 대한 국제표준은 IEC 62264-3과 IEC 62264-4에 제정되어 있다. IEC
62264-3과 IEC 62264-4는 MES의 기능과 속성을 정의한다. ERP와 MES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IEC 62264-2와 IEC 62264-5(Business

to manufacturing transactions)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IEC 62264-2와 IEC 62264-5는 ERP와 MES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 모델과 방법을 정의한다.
원래 IEC 62264는 미국의 ANSI/ISA-95와 같이 개발되었으며,1) ISO/TC184/
SC5와도 협력하여 개발된 표준이다. 상업용 제품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MES라는
용어 대신에, 조금 더 기술적인 기능들을 정리한 용어인 MOM(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2) 일반적으로 표준에서 정의한 기능 묶음을

MOM이라고 한다면,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제품화한 것이 MES라서, MES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1)
2)

ANSI/ISA-95, https://en.wikipedia.org/wiki/ANSI/ISA-95
Andrew Hughe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OM & MES?, https://blog.lnsresearch.com/
whats-the-difference-between-mom-mes, Nov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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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 데이터 표준화의 동향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심의 컨소시엄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제조 데이터 스키마3)
에서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은 OAGIS(Open
BOD(Business

Applications Group Integration Specification)의

Object Document)이다.4)

한편, PLM과 ERP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미국 NIST의 보고서5)를 보
면, OAGIS의 BOD는 ER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OAGIS에는 다양한 스키마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제조 스키마도 제공하고 있다.
NIST의 보고서에는 “PDM 시스템(엔지니어링

저작 도구)과

ERP 시스템(비즈니스

저작 도구)

간의 제품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각이 광범위하게 채택된
두 가지 표준인, OMG의 PLM 서비스와, OAGi의 OAGIS”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림 1-3]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
인 ERP, PLM, MES에 대하여, 개인맞춤생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개의 시스
템 사이에서 요청되는

(To-Be)

인터페이스 구성을 보여준다. 이 구성에는 PLM과

MES 사이에 직접적인 링크가 추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PLM과 MES 두 시스템
은 상호 고려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상의
불일치가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제조에서 거론되는 개인맞춤제조
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 사이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정의와 인터
페이스의 구현이 필요하다.

3)
4)

5)

권종원, ‘Using X2MDIS as a Standard Manufacturing Business Language for Enterprise Integration’,
2021. 1. 15., https://youtu.be/VjMzJhhPvBY
OAGI Supports ebXML, July 30, 2001, http://xml.coverpages.org/OAGI-ebXML200107.html;
Download OAGIS 10.5 Standard & Enterprise Editions, https://oagi.org/OAGISWorkingGroups/
OAGISArchives/OAGIS105/tabid/291/Default.aspx
NISTIR 7618 STEP-OAGIS Harmonization Joint Working Group, https://oagi.org/Portals/0/Down
loads/ResourceDownloads/2009_OAGIS_STEP_Final.pdf



❚그림

1-3❚ PLM-MES 데이터 교환의 To-Be 구성

출처: PLM Data Migration and Systems Integration, http://www.hiindsight.com/plm-data-migration-a
nd-systems-integration.html

[그림 1-4]처럼 독일의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PLM-MES 인터페이스 제품
이 있지만,6) PLM-MES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 표준은 아직 없다. PLM
과 MES에 대한 국제 표준은 각각 따로 있지만, PLM과 MES 사이의 3D 제품 정
보와 제조 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제 인터페이스 표준은 없다.
현재 한국이 주도하여 PLM-MES사이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부분적인 작
업이 ISO PWI 3151 Visualization components of PLM-MES interface for
plant industry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KTL이 추진중인 OAGIS 중심의 제조 데이터 스키마와 산업데이터표준
협회에서 추진중인 PLM-MES 인터페이스 가시화 표준의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이
루면, 한국이 PLM-ERP-MES를 연결하는 삼각 인터페이스의 국제 표준화에 앞장
설 가능성이 있다.

6)

AeroDef 2014 Siemens Round-Up: Siemens introduces enhanced SIMATIC IT for Assembly
and Complex Manufacturing, March 2014, https://bernardandcompany.wordpress.com/tag/sie
mens-p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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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멘스의 PLM-MES 솔루션

출처: AeroDef 2014 Siemens Round-Up: Siemens introduces enhanced SIMATIC IT for Assembly and Complex
Manufacturing, March 2014, https://bernardandcompany.wordpress.com/tag/siemens-plm/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 표준화 동향
유상근 ETRI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영역이 다양해 지면서,
디지털 트윈을 이해하는 방식도 비교적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구현하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영역의 차이를 떠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원고에서는 현재 디지털 트윈 제조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는
ISO TC 184/SC 4의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모든 사물이 데이터

화 되고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
은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7)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내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제조, 에너지, 교육, 조선, 토목, 도시 등 다양한 산
업 및 사회에서 도입되면서 기술개발, 활용, 서비스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
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서 실체를 갖고 있는 물리적 시스템

7)

Aaron Parrott, Lane Warshaw,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윈”, Deloitte Anjin Review,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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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것의 구조, 기능과 동작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만들어 서로 연결함
으로써 거울을 앞에 두고 서로 쌍둥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각 응용 분야에서 쌍둥이처럼 만들어져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계획 수
립부터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및 조기 대응 등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검증, 시
스템 운영 동안에 최적화 수행, 미래 상황 예측, 사후 문제분석 등이 가능해지게
되어 널리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국제표준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 데이터 분야의 ISO/TC 184/SC
4(산업

데이터)에서는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ISO/IEC JTC 1 은 디지털 트윈의 표준화에 대한 시장 현황, 필요성, 표준화 이슈
를 발굴하기 위한 AG 11(디지털 트윈 자문 그룹)의 제안을 통해 SC 41 내에 WG 6를 신
설하여 활동 중이다.
스마트 제조 분야 표준화를 수행 중인 IEC TC 65(산업 공정 측정,
RAMI 4.0(Reference
자산 관리 쉘)를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과

제어 및 자동화)에서는

함께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인더스트리 4.0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표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의미와 가능성 및 표준화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디지털 트윈

가. 정의
디지털 트윈은 제조공정의 디지털화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실제 객체의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다.8) 디지털 트윈은 사물인터넷, 인
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제품의 설계 및 개발부터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활용하면, 기업
은 제품 개발 공정의 재현, 현재 상황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및 예측이 가능하게
8)

Aaron Parrott, Lane Warshaw,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윈”, Deloitte Anjin Review, No.9.



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빠른 출시, 운영 개선, 불량 감소 및 새로운 사업 모델 발
굴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의 기본 개념은 2002년에 미국 마이클 그리브스(Michael

Grieves)

박사

가 제품생애주기관리(PLM)의 이상적 모델로 설명하면서 등장하였다. 2010년에
NASA가 우주탐사 기술 로드맵과 기술개발에서 디지털 트윈을 쓰면서 기본 개념이
우주 탐사용 시스템으로 도입 및 확산되었으며, GE가 자사의 엔진, 터빈 등 제품
에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적용하면서 널리 알려져 GE가 디지털 트윈의 원조로 혼동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제품 단
위에 대한 쌍둥이 동작 모형으로 폭 좁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나 장치로부터 정보
를 입력 받아 가상 세계에 구현한 모델로서, 실제 객체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 및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 문제를 예측할 수 있
다.9)
디지털 트윈 개념을 통해 물리적 사물의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사전 시뮬레이션과 피드백을 실제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고, 물리적
객체가 없이 디지털 트윈 자체를 프로토타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 항공우주
국 NASA에서는 우주 캡슐의 궤도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재현이나 진단을 위해
처음에는 실물 크기의 모형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뮬레이션
으로 전환하였다. 디지털 트윈은 초기 구축 이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디지털 트윈 도입 시, 이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것인지는 개발
자의 역량과 더불어 디지털 트윈의 구축 및 업데이트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10) 비행기 엔진, 열차, 해상 플랫폼, 터빈 등 대형 기기와 설
비를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고가의 설비를 수리 및 교체 시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 등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처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탄생한 시기에는 분석 및 모델링 기능이 중점이었고,

9)

박종훈,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IoT 및 AI와 융합 중인 디지털 트윈”, 주간기술동향, 2019. 3. 27.;
장예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디지털 트윈”, ICT SPOT ISSUE 동향 분석, SPOT 2019-26, 2019. 12.
10) 박종훈,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IoT 및 AI와 융합 중인 디지털 트윈”, 주간기술동향,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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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D 모델과 3D 프린팅 등을 통한 생산 공정 설계 최적화를 거쳐 최근에는 머
신 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그림

2-1❚ 디지털 트윈의 진화

출처: Schneider Electric (2017)/LG CNS(2018) 재인용

디지털 트윈은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핵심 요소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추가됨으로써 디지털 트윈의 활용도 증가되
고 있다.
기술

내용

서비스 (Service)

서비스의 생성, 유지를 위한 공통 요소기술 및 관련 플랫폼 기술

연합 (Federation)

디지털 트윈 모형을 구성하는 기능 또는 소프트웨어 모듈 간, 또는 디지털
트윈 모형 간 상호 연합 및 협업을 위한 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lling & Simulation)

가상화된유무형의 객체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 사물, 공간 등의 정보를
분석, 예측 하는 기술

동기화

물리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정적요소(객체, 공간, 시각)와 동적

(Connection &
Synchronization)

요소(시간, 행동, 프로세스, 예측)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과정의
동기화

데이터 분석 및 획득
데이터의 멀티소스, 이질성, 대량성의 특징을 고려한 수집 및 분석을 위한
(Data acquisition & analysis) 기술
가상화 (Virtuatlization)

실세계를 구성하는 휴먼, 공간, 사물의 3차원 정보 구축 기술



오늘날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주요 이유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기업 의사 결정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현실 세계나 시스템의 상태 이해와
변화 대응, 운영 개선, 가치 증진에 활용되기 때문이다.11) 다만,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사이버
상에 대량의 정보가 노출되므로 보안 측면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나. 시장 동향
센서 가격 하락 및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요소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0대 전략 기술에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12)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30%가 운영 프로세스에 있어 고도
화된 디지털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기업 조직의 수평화와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제
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대기업 중 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마켓스 앤 마켓스에서도 디지털 트윈의 폭발적 성장을 예상하
며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5년 358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3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6.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시장에 비해
연평균 성장률이 약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트윈의 확
산이 시급하다(출처: Infoholic Research(2017)).13)

11)
12)

13)

박종훈,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IoT 및 AI와 융합 중인 디지털 트윈”, 주간기술동향, 2019. 3. 27
장예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디지털 트윈”, ICT SPOT ISSUE 동향 분석, SPOT 2019-26, 2019. 12.;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2019,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10
-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18/
장예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디지털 트윈”, ICT SPOT ISSUE 동향 분석, SPOT 2019-26,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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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관리 쉘(AAS)과 디지털 트윈

제조 강국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기반으로 제조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14) 독일의 추진 방식은 기본적으
로 물리적 시스템인 제조장비, 기기, 소재･부품, 재공품 등 제조의 제반 구성 요소
를 가상적으로 표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스마트 제조를 구현한다. 독일의 스
마트 제조 구현 표준인 RAMI 4.0에서는 제조장비, 소재･부품, 소프트웨어 등 제조
구성 요소를 자산이라 하고, 이 자산을 가상적으로 표현한 디지털 트윈을 자산 관
리 쉘이라 정의한다.15)
자산 관리 쉘은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는데, 헤더에는 자산 관리 쉘 및 자산과 관
련된 식별 세부사항이 포함되고, 바디에는 자산 관리 쉘의 자산 별 특성화를 위해
특정 개수의 하위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2❚ 자산 관리 쉘의 구조

출처: ZVEI

14)

15)

김은, “독일의 제조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6부 - 인더스트리 4.0에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AAS”,
ZDnet Korea, 2019. 10.; 주영섭, 김은, 이용관, “[독일의 제조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7부 - CPS
기반 스마트 팩토리”, ZDnet Korea, 2019. 10.
김은, “독일의 제조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6부 - 인더스트리 4.0에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AAS”,
ZDnet Korea, 2019.10.; ZVEI, “Examples of the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e 4.0
Components – Basic Part”, 2017. 04.



자산 관리 쉘은 서로 다른 제조업체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지능적 및
비 지능적인 자산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실물을 대신해 표현되는
제품, 기기, 기계 및 설비 등 자산의 전체 생애주기(Lifecycle) 동안 상태를 모두 표기
하며, 제조 전체의 가치 창출 사슬을 지원한다. 디지털로 표현되는 자산 관리 쉘은
인더스트리 4.0 에서 디지털 트윈의 구현으로써, 자율 시스템 및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된다.
관리 쉘(Administration

shell)은

디지털 트윈이 자산의 데이터나 동작 정보 등의 디지

털 표현을 위해 여러 개의 유스케이스 관련 서브 모델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고,
이 서브 모델의 특성은 자산의 타입과 인스턴스에 따라 식별자로 구분된다.
❚그림

2-3❚ 자산 관리 쉘의 가능한 서브 모델

출처: ZVEI

4

ISO TC 184/SC 4 디지털 트윈 표준화 동향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ISO/TC 184/SC 4(산업 데이터)의 WG 15(디지털
제조)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제조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 ETRI가 신규 표준

화 제안 4건을 제출하여 회원국 투표를 거쳐 2018년 1월에 통과되었고, 제안자 4
명이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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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 15에서는 스마트 제조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내용의 품질과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전화회의를 하고, 1년에 두 번
대면회의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개최하였다. 2020년 10월에 4건 모두 DIS 투표를 통과하였으며 현
재 투표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표준안을 보완하여 2021년 7월 중 국제표준
으로 발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가.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ISO 23247-1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제조의 개요, 공통용어정의와 요구사항 등
을 정의하고 있다. 제조 현장에는 관찰 가능한 제조 자원(Observable
elements)들이

manufacturing

있으며, 이들을 관찰하고 제어하며 데이터를 취득하는 디바이스 통신

(Device communication)를

통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으로 관리된다. 디지털 트윈은 관

찰 가능한 제조 자원을 시각화하여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제조 자원과
디지털 트윈의 상태를 동기화시킨다. 디지털 트윈을 통하여 제조 자원의 관리, 데이
터 분석을 현황 파악 및 예측과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응용 서비스가 탑재된다.
❚그림

출처: ISO DIS 23247-1

2-4❚ 디지털 트윈 제조의 개념



나.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ISO 23247-2는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한 참조 구조를 정의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특성 상 사물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 참조 구조 표
준인 ISO/IEC 30141을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에 맞게 확장하였다.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하여,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도메인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도메인에
서 관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서브시스템 엔터티를 정의하였다. 시
스템/서브시스템 엔터티 내부에는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객체(Functional
Entity: FE)를

배치하였고, 기능객체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2-5❚ 디지털 트윈 제조의 기능적 구조

출처: ISO DIS 23247-2

다.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ISO 23247-3은 관찰 가능한 제조 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기 위한 정보요
소(Information

attributes)를

정의한다. 정보요소에는 식별자, 특성, 스케쥴, 상태, 위치,

결과보고, 관계 등이 있으며 이중 식별자만 모든 자원에 필수 정보요소로 나머지는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 표준화 동향

자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6❚ 관찰 가능한 제조 자원의 디지털 표현

출처: ISO DIS 23247-3

라.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Part 4: Information exchange
ISO 23247-4는 ISO 23247-2가 정의한 기능적 구조 위에 정보교환을 위한 요
구사항을 정의한다. ISO 23247-4는 디지털 트윈 구조에서 정보교환이 수행되는 4
개의 네트워크를 기술하는데, 각각 근접(Proximity), 접근(Access), 서비스(Service), 사용
자(User) 네트워크로 구분한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교환을 위
한 프로토콜을 보여준다.
또한 ISO 23247-4는 동적 스케쥴링(Dynamic

schedule),

정밀 측정(Advanced

metrology),

가공 최적화(Optimization of material removal operations)에 대한 디지털 트
윈 예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는 그림은 ISO 23247-2를 바탕으로 비행기 날개를
조립하는 로봇들의 스케쥴링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
에서는 ISO 23247-2에서 정의한 기능객체를 프로세스 흐름 상에 모두 배치하여
설명하였다.



❚그림

2-7❚ 디지털 트윈 제조의 정보교환 프로토콜

출처: ISO DIS 23247-4
❚그림

2-8❚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동적 스케쥴링을 위한 프로세스 흐름

출처: ISO DIS 2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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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디지털 트윈 기술의 진화 및 활용 확산에 따라 여러 디지털 트윈을 연동 및 융합
해야 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다. 제조 기업의 경우에도 터빈, 엔진, 공작기계 등
단일 물리 객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이 결합하여 생산 라인 대상 디지털 트윈
이 될 수 있고, 여러 생산 라인의 디지털 트윈 모델이 융합되어 공장 단위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더 크게는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조 공장들을 엮
어서 대규모 디지털 트윈 제조 시스템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연
동 및 융합의 개념은 원부자재 조달 공급망과 유통, 물류, 판매망과 결합하게 되면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PLM 진화 모델에서 설명한 디지털 트윈 개념이 완성되게
된다.
디지털 트윈 모델들 간의 연동 및 융합은 에너지, 교통, 안전, 보건 등 다양한 산
업들이 융합되는 스마트 시티에서도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독립된 도메인에서 디지털 트윈 간 연계 및 협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의 변화 및 통제를 실
현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디지털 트윈
모델들 간에 디지털 트윈의 상호 연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표준 기술에 대한 요구사
항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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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석근 ACS

그간 MES/POP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에서는 생산공장의 성과지표관리를 각 공장관리자
위주로 이를 처리하여 각 공장 단위 혹은 산업 마다 차별화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복수공장을 관리하는 최근의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하고 관리하는데 동일하고
표준화된 공장운영에 대한 국재표준을 준수하는 성과지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스마트공장에서는 고객을 중점 관리하는 ERP와 생산하는 제품을 관리하는
MES/POP 기능과 데이터 통합화가 중요하며, 또한 제조 공정을 집중 관리하는 제
어와 정보 통합화가 필요하다. MES/POP 기능에는 생산 현장의 생산자원(4M1E:
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ergy)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

여 국제표준 기반으로 데이터 통합화가 필요하다.

1

ISO 22400 탄생 배경

ISO 22400은 ISO TC 184/SC 5 Interoperability, integration, and
architectures for enterprise systems and automation applications 기
술위원회 소속으로 다음과 같이 탄생되었다.
 MES의 생산성지표의 표준화



 NWI 제안, DIN 2008년 5월
 TC 184/SC 5 안에 WG 9 설립(2009년
 NWI에 투표(2009년

9월)

 NWI의 승인(2009년

12월)

5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승인
 ISO22400-1 발행(2014년)
 ISO22400-2 발행(2014년)

2

ISO 22400 구성

ISO 22400은 Part 1 ~ Part 4 총 4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Part 1: Overview, Concepts and terminology
 Part 2: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and key performance
 Part 3: Templates and categories of KPIs
 Part 4: Exchange and use of KPIs

3

ISO 22400 대상(하이러키 관점)

제조시스템 구조는 계층 0 ~ 계층 4까지 총 5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Level 0: 실 생산공정
 Level 1: 생산공정의 센서와 생산공정의 처리 장치
 Level 2: 벳치, 연속 및 단속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혹은 슈퍼바이싱 제어 및
감시 기능 처리속도는 시간, 분, 초 혹은 1/10 초
 Level 3: MOM(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원하는 최종 제품 생산에

작소업흐름/처방제어와 생산공정에 기록 유지와 최적화 처리속도는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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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시간, 분, 초
 Level 4: BP&L(Business

Planning & Logistics)기초

공장 일정의 구축 – 생산,

자재사용, 공급과 출하. 재고수준 결정 처리속도는 월간, 주간, 일일

❚그림

4

3-1❚ ISO 22400 대상(하이러키)

ISO 22400 대상(기능 관점)

ISO 22400의 기능관점에서의 대상은 Level 3 MOM 분야로 다음과 같은 기
능으로 구성된다.
 Detailed Schedule
 Job order data
 Product data
 Material data
 Quality data



 Work-time data
 Process data
 Equipment data
❚그림

5

3-2❚ ISO 22400 대상(기능관점)

ISO 22400 정의 내용

ISO 22400은 35개 KPI 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Part 2 9.1 ~ 9.35)

 Efficiency Indicators 9 항목
 Quality Indicators 9 항목
 Capacity Index 4 항목
 Environmental Indicators 4 항목
 Inventory Management Indicators 6 항목
 Maintenance Indicators 3 항목
 Level 1: 생산공정의 센서와 생산공정의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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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O 22400 정의 방법 1: Time Model

Time model로 정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Work unit를 위한 Time model
 Production order 처리를 위한 Time model
 작업자를 위한 Time model
❚그림

7

3-3❚ ISO 22400 Time model 정의 방법

ISO 22400 정의 방법 2: Logical relation

Logical relation으로 정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표현되고 있다.
 Formula
 Description/Use
 Input parameter



 Result value
 Timing(Online,

per shift, per day, monthly..)

 Drill down(Details

and data relationship)

 Documentation/source/relationship
 Information level(Worker(Online),

Shift leader, production leader, management)

 Level(0,1,2,3,4), data acquisition level of the input parameters
❚그림

3-4❚ ISO 22400 Logical relation 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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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위한 Asset
Administraion Shell 기반 데이터 통합
이재현 KETI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사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자동차 부품 생태계에서는 데이터 연결과 통합에 어려움이 많다.
향후 스마트공장의 근간이 될 Asset Administration Shell은 가치 사슬 간
데이터 통합 및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표준 기반의 기술과 방법을 제공한다.
본 이슈리포트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위한 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
데이터 통합 방안을 소개한다.

1

자동차 산업의 현황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전체 산업군 중 수출 규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소재, 전기ㆍ전자, 비철금속, 철강, 화학, 섬유산업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는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가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후방산업 간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자동차 업계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현상을 극복하고 안전 및 품질 이슈를 해소하
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에 용이한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
다. 완성차 기업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
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저변 확대를 위해 장비, 부품, 금속가공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2020년도까지 약 2만여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달성했다.



❚그림

4-1❚ 스마트공장 보급 추이
(단위: 개)

2

자동차 부품 생태계에서 데이터 통합의 문제점 및 대안

자동차 업계는 이전 Tier에서 조립된 생산품을 사용하여 다음 Tier에서 더 큰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차를 제작하는 생태계를 구축하
고 있다. 전 단계 부품의 품질이 다음 단계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
태계 특성으로 인해, 완성차 업체들은 주요 Tier 업체들의 제품, 생산, 품질 데이터
를 취득하여 생산 계획, 품질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자동차 부품 업계 구조상 스마트공장 전환 및
시스템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 및 호환을 위한 추가 공수나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고, 생산 제품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나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이슈리포트는 Asset Administraion Shell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데이터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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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Administration Shell의 개념 및 특징

독일 주도의 Industrie 4.0은 RAMI 모델을 구축하여, 공장을 구성하는 모든 구
성요소를 분류하고 각 구성요소의 계층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구성요소 간 연결
방법을 규격화하기 위한 표준들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하
치, 기계, 시스템 등)

AAS)은

공장의 물리적인 자산(제품,

장

하나하나를 스마트공장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이들을 디지털 자

산으로 모델링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그림

4-2❚ Industrie 4.0의 AAS 개념도

AAS는 자산에 필요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SubModel(이하

SM)들의

집합이다.

SM은 확장성 있는 구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표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Platform Industrie 4.0은 [그림 4-3]과 같이 AAS 상에 구성될 SM들과 관련
표준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그림 4-4]와 같이 기본 SM(IDENTIFICATION, TECHNICAL
DATA, OPERATIONAL DATA, DOCUMENTATION)

4종을 정의하여 발표했다.



❚그림

❚그림

4-3❚ SM 후보 목록과 관련 표준 기술의 예시

4-4❚ 샘플 서보모터 기반 4종의 기본 SM과 데이터의 예시

AAS는 자산의 생애주기에 따라 타입과 인스턴스의 2가지 형태로 나뉜다.
AAS 타입은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모델링 한 일종의 파일로서 자산(제품

모델)의

설계･개발 단계에 생성되고 자산의 수정･보완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AAS 타입은
파일의 형태로 저장소에 보관되며 AAS 인스턴스 생성, 다른 AAS에서의 참조, 제
품 연동을 위해 사용된다.
AAS 인스턴스는 자산의 정보 모델(AAS

타입)을

기반으로 데이터 교환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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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서버로서 자산(개별

제품)의

각종 정보에 접근하고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한다. 클라우드나 자산에 탑재되어 실행되는 AAS 인스턴스는 사용자의 요
청에 따라 자산을 제어하거나 자산의 데이터(정보,
❚그림

상태 등)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된다.

4-5❚ 제품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쉘 인스턴스 위치의 예

AAS 간의 참조는 자산의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림 4-6]은
조립 장비를 모델링 한 AAS가 각 구성 부품(XYZ축

레일과 그리퍼)들의

AAS를 참조하는

개념을 설명한다. AAS 간 참조를 통해 중복적인 모델링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데이
터 연동을 제공할 수 있다.
AAS는 [그림 4-7]과 같이 국제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AAS를 표현하고, 데이터
를 교환하고, 통신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AAS 타입 파일은 AutomationML(IEC
62714)

포맷을 통해 표현되고 HTTP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AAS 인스턴스는 OPC UA 서버를 생성하고 AAS 타입을 기반으로 OPC UA
Information Model(IEC

62541-5)을

구성하여 OPC UA 프로토콜로 통신하거나 엔

터프라이즈 서비스에서 활용하기 좋은 MQTT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AAS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는 범용적인 데이터 교환 포맷인 XML, JSON, RDF
등을 지원하여 통신 채널의 특성이나 서비스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그림

4-6❚ 각 부품의 AAS를 참조하는 장비의 AAS 구성 예시

4-7❚ AAS 기반 데이터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계층별 표준 기술

지금까지는 독일의 Platform Industrie 4.0을 중심으로 AAS에 대한 각종 개념
과 규격이 정의되었으나, 최근 AAS의 표준화 작업(IEC
for Industrial Applications)이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IEC/TC 65/WC 24에서 시작되었다. 조만간 국제 표준 규

격으로 발표되면서 AAS를 활용한 제조산업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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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위한 Asset Administration Shell의 활용

표준 기술 기반의 AAS는 [그림 4-8]과 같이 스마트공장만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해 가치사슬 간 데이터 통합과 생애주기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각 공장은 부품 모델의 개발과 함께 AAS 타입을 저장소에 등록하고 후방 기업은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해당 부품 모델의 AAS를 참조한다.
각 부품이 납품될 때 물리적인 부품마다 AAS 인스턴스를 생성하며, AAS 타입에
정의된 기본 정보 이외에 생산 정보, 품질 정보 등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완성차
는 해당 부품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 자동차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각 부품
에 대한 정보와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완성차에는 AAS 인스턴트를 내
장하여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단 등의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8❚ AAS를 통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위한 선택적 모듈과 통한 운영을 지원하는 국내외 표준
및 개방형 통합 패키지 개발” 과제는 AAS 기반 데이터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자
동차 업종에 특화된 기능들을 모듈화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
의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스마트공장협
업패키지기술개발(20009480,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위한 선택적 모듈과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국내외 표준 및 개방형 통합 패키지 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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