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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nufacturing
1.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 시스템,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대적 기술들이
결합된 디지털 트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디
지털 트윈이 제조업에 적용될 경우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완전 무결한 스마트화
와 기존 제조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제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이슈리포트는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의미와 가능성 및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다
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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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독일 정부는 2012년에 제조 산업 발전 방향을 담은 Industry 4.0 프로젝트의 시작을 공표하였다. 이
를 시작점으로 하여 IEC(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ttee)는 2014년 이에 대응하는 전략그룹인 SG
8(Strategic Group 8)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SEG 7 (Systems Evaluation Group 7) 그룹을 운영하고 있
다. 스마트 제조 참조모델의 근간이 되는 RAMI 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y 4.0)은
IEC PAS 63088(Smart manufacturing -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ndustry 4.0 (RAMI4.0))
로 발간되었다. IEC TC 65에서는 산업 공정의 측정, 제어 및 자동화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제조에 필요한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준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ISO TC 184/SC 4는
산업 데이터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해오다 최근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화에 착수하
였다. 이에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의미와 가능성 및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디지털 트윈
1. 정의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사물에 대하여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디지털 가상 모델로 다양한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 자산, 공정과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1]. 물리적 사물을 디지털로 표현한 디지
털 트윈을 만들면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태, 성능, 생산성 및 동작 시나리오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목업(mock-up)을 생각해 보면 된다. 휴대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
대부분은 목업이다. 실제 휴대폰과 외관을 똑같이 만들어서 휴대폰의 디자인과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을 실
제 휴대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해 주는 제품이다. 자동차의 경우 생산하기 전 동일한 크기의 나무나
진흙으로 똑같이 만들어 실제 크기로 생산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목업의 제
작에는 많은 시간, 비용과 인력이 투입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3D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트윈이 1대1로 매칭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고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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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한 결과로 수천, 수만 대의 제품을 양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8년 10대 전략 기술 예측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
이나 시스템의 디지털 버전’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트윈은 향후 3~5년간 특히 사물인터넷 프로젝트에서
유망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이유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트윈은 기업 의
사 결정을 대폭 향상시킨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모델과 연결돼 물체나 시스템의 현 상태 이
해와 변화 대응, 운영 개선, 가치 증진에 활용된다. 조직은 디지털 트윈을 단순 구현 차원에서 시작해 이
를 점차 발전시키고, 데이터 수집, 가시화하는 능력을 개선시키며, 올바른 분석 기법과 규칙을 적용하며
효과적으로 사업 목표에 대응한다.”로 디지털 트윈을 기술하고 있다. [3]

2.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술 중 하나다.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초기에 사물인터넷을 이야기할 때 화제의 중심은 바코드나 RFID
를 이용한 사물의 인식 기술이었다. 그리고 사물 혹은 실세계의 물리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센서를 이
용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사물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수집된
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변환
된다. 이것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의 간략한 연관성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화는 물리적 사물을 디지털 사물로 대체하는 기술이었다. 종이로 된 급여 명세
서, 거래 내역서, 청구서 등은 지금 대부분 이-메일 혹은 PDF 등의 전자문서로 디지털화되어 종이로 된
물리적 사물이 사라진 경우이다. 이를 비물질화 (Dematerialization) 과정이라 말하기도 한다. 물리적 사
물이 사라진 과거의 디지털화에서는 물리적 사물과 디지털 객체를 연결할 필요성도 수단도 없었다.
과거의 비물질화된 디지털화와는 다르게 현재의 사물인터넷 기술은 물리적 사물이 사라지지 않고 데이
터를 생산해 내며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조 현장으로 옮겨보면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사물들
이 그대로 존재하며 동작하고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해 낸다. 따라서 제조 환경에 사물인터넷 기술
을 적용한 디지털화, 즉 스마트 제조에서는 디지털 객체와 물리적 사물을 연결해 주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
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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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에 가장 적극적인 GE는 10억달러를 투자해 ‘스마트 공장’을 넘어 ‘브릴리언트 공장’을 표방
하며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프레딕스’를 만들었다. 프레딕스가 독특한 것은 디지털 트
윈 개념을 적용해 현실의 공장과 똑같은 디지털 공장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4]를 인용하면 ‘브릴리언트
공장’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가상 제조
(Virtual Manufacturing)

디지털 협업 도구를 이용하여 아날로그적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3D 제품 모
델을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첨단 기술
(Advanced Technology)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차세대 부품 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센서 기반 자동화
(Sensor-enabled Automation)

센서가 부착된 장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돌발적인 가동중지시간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공장 최적화
(Factory Optimization)

데이터에 기반한 작업 공정 운영, 로봇이 지원하는 작업 및 기타 운영 등을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생
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한다.

공급망 최적화
(Supply Chain Optimization)

사업부 간 통합도구(Cross-business Tools)를 이용하여 공급망과 공장 운영 방식을 재구성하고, 특
정 고객의 니즈에 보다 빠르고 표준화되며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림 1]은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예로 표시한다.
물리적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통신을 통해 디지털 트윈에서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
석과정을 거쳐 정보 및 솔루션 등으로 가공되고 이는 다시 물리적 제조 환경으로 피드백 되는 방식이다.
[5]에 의하면 스마트 제조의 디지털 트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축되고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2. 공정 관리자의 컴퓨터에 디지털 트윈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3.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을 구축하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컴퓨터 속 디지털
트윈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이슈리포트

[그림 1] 제조 프로세스의 디지털 트윈 모델 (출처: Deloitte University Press)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은 언제 어디서나 생산 공정 관련 문제의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진단 및 예측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현장에 전달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생산?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품 설계 부서와 생산 공장 간
거리가 먼 업종, 세계 각지에 생산 공장이 분포한 업종, 유행에 민감한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과 같이 지속
적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한 업종 등은 모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혁신할 수 있다. 디지털 트
윈을 적용하여 발생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감지된 모든 문제는 시각적 이미지로, 또 소프트웨어를 통
한 구조 분석 결과로 전환돼 실시간으로 관련 기술자와 관리자에게 전달되고, 최적의 솔루션이 도출되어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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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표준화
전술한 바와 같이 ISO TC 184/SC 4는 디지털 트윈 표준화에 착수하였다. 관련 그룹은 디지털 제조
(Digital manufacturing) 표준화를 담당하는 WG 15이다. 한국은 다음과 같이 2017년 11월 SC 4 총회
에 디지털 트윈 표준에 관한 NP 4건을 제출하였다.
- ISO NP 23247-1,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디지털 트윈 제조에 대한 개요와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 원칙 정의)
- ISO NP 23247-2,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정보 모델링, 인-루프 시뮬레이션, 정보 교환 및 정보 객체의 인식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제조 실현
을 위한 요구사항과 용어 정의를 포함하는 참조 구조 정의)
- ISO NP 23247-3,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physical manufacturing elements (제품, 공정 및 자원 정의를 포함한 외부 정의 된 제조 요소
를 해당 특성과 매핑하여 트윈을 위한 디지털 표현 제공)
- ISO NP 23247-4,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된 트윈의 정보 동기화, 정보 교환 및 정보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API, 기술 언어 등을 정의)
제출된 4건의 NP는 투표를 모두 통과하였으며, 오늘 2018년 5월 SC 4 총회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결정
할 예정이다. 이 표준은 스마트제조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기초 표준으로 본 표준을 바탕으로 다수의 디지
털 트윈 기술 표준들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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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nufacturing
2. 스마트제조 산업데이터 이슈레포트
산업데이터 표준은 제조 SW들 간에 설계 정보(형상, 재질, 기능 등), 해석 정보, 생산 정보(생산 계
획, 가공, 공정 등)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이다. 스마트제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장
내 모든 제품, 설비, 및 생산에 관한 정보를 여러 기계 설비들 간에 공유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산업데이터 표준을 이를 지원하는 기반 기술이다. 2018년도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로드맵 활동을 통
해 도출된 산업데이터 분야의 스마트제조 관련 표준화 R&D 이슈로는 스마트제조 시설물 관리 정보
표준, 스마트제조에 적합한 마스터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 위상 정보 기반 3D CAD 곡면 모델의 고
유명칭 표준, 제조 설비의 모니터링 및 운용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및 공정 품질 관리 표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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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데이터 개요
산업데이터(industrial data) 표준은 컴퓨터 시스템들 간에 제품의 형상, 공차, 재질, 기능, 및 구성 데
이터, 부품 카탈로그와 라이브러리 데이터, 제품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 제품 생산 데이터, 및 제품 생애주
기 지원 데이터 등을 교환 및 공유하기 위한 표준이다. 산업데이터 표준은 미국 국가표준인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를 대체하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국제
표준으로 1984년에 출발하였다. 그리고 지난 34년 동안 ISO 산하의 TC(technical committee) 184의
SC(subcommittee) 4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700백여 권의 표준 문서가 제정이 되
었다.

▒ 산업데이터 표준화 조직 및 동향
산업데이터 표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ISO/TC184/SC4이다. ISO/TC184/SC4는 산업자동
화 및 통합을 담당하며,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O/TC184
내에는 산업데이터를 담당하는 SC4 외에도 물리 장치 제어를 담당하는 SC1,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아키
텍처와 통신을 담당하는 SC5가 있다.
[그림 1] ISO/TC184/SC4 조직 구성
ISO/TC 184
Industrial Automation
System & integration

WG 2
Part
Libraries

SC 1

SC 4

SC 5

Physical
Device Control

Industrial
Data

Architecture and
Communication

JWG 8
Manufacturing
Management
Data(Mandate)

WG 3
Oil&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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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184/SC4는 그림 1과 같이 여러 개의 WG(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WG2에서는 부
품 라이브러리 자동 통합 및 라이브러리 서술 방법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WG3에서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데이터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서 ISO 15926 표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JWG8에서는
제조 관리 정보 교환에 필요한 정보 자원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WG11에서는 SC4 표준의 정보모델
링 언어인 EXPRESS 개발, 유지, 구현, 및 적합성 검증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WG12는 SC4
의 다른 WG에서 사용하는 공통 자원(common resources)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WG13에서는 산업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ISO 8000 표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JWG15는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스마트
제조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디지털 제조 분야의 WG이다.
ISO/TC184/SC4 에서 담당하고 있는 표준으로 ISO 10303, ISO 15926, ISO 13584, ISO 8000, ISO
16739, 및 ISO 22745 등이 있다. ISO 10303은 제조 산업의 설계 및 생산 데이터의 교환에 관한 표준이
다. ISO 15926은 공정 플랜트 데이터의 교환 및 통합에 관한 표준이다. ISO 13584는 부품 라이브러리
교환에 관한 표준이다. ISO 8000은 제품 데이터 품질 정량화에 관한 표준이다. ISO 16739는 건설 분야
의 제품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이다. ISO 22745는 개방형 기술사전으로서 개인, 기구, 위치, 상품 및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용어, 정의 및 이미지를 포함한다. ISO/TC184/SC4에서는 이 외에도 ISO
15531, ISO 18629, ISO 18876, 및 ISO 29002 표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스마트제조 실현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의 활용
스마트제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지능형 의사결정(자율 최적화), 감지/실행/제어, 통신(실
시간 정보 공유 및 보안)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제조를 위해 필요한 제품, 설
비, 및 생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장을 구성하는 여러 설비들 간에 공유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스마트제
조는 많은 수의 설비들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제작사가 여러 설비들을 납품하며, 설비의 종류도 다르고,
설비 운용 환경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계의 구축에서 정보표준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ISO/
TC184/SC4는 제품, 설비, 및 생산에 관한 정보 모델, 콘텐츠, 및 정보 저장 형식을 표준화 한 산업데이
터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제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제품의 설계 및 제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제조와 관련하여 산업데이터 표준의 적용 가능 분야로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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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의 연계, 설비와 기간 시스템과의 연계, 설비 간의 제
품 정보 교환, 스마트제조와 생산 시뮬레이션과의 동기화, 조선해양 생산 공정과 지리 정보와의 연계, 제
조 공정 품질 관리, 제조 형상 관리, 파라메트릭 CAD 모델 교환, 제품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기계 및 전자
부품 라이브러리 등이 있다.
[그림 2] 스마트제조에서 산업데이터 표준의 위치
지능형 의사결정
(자율 최적화)

감지/실행/제어
(sensor, actuator, controller 등)

스마트
공장

가상화
(virtual factory)

제품

설비

통신
(실시간 정보 공유)

TC184/SC4

생산
프로세스

▒ 산업데이터 표준화 R&D 이슈
2018년도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로드맵 활동을 통해 도출된 산업데이터 분야의 스마트제조 관련 표준
화 R&D 이슈로는 스마트제조 시설물 관리 정보 표준, 스마트제조에 적합한 마스터 데이터 품질 관리 표
준, 위상 정보 기반 3D CAD 곡면 모델의 고유명칭 표준, 제조 설비의 모니터링 및 운용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공정 품질 관리 표준이 있다.

● 스마트제조 시설물 관리 정보 표준:
스마트제조 시설을 구성하는 구조물, 생산설비, 배관, 배선, 자동화설비 등 모든 요소들의 건설 및 운영
단계에 발생하는 주요 정보를 표준화하여, 설비 생애주기(facility lifecycle) 전체단계를 통하여 참여자(발
주자/설계자/시공자/기기제작자/운영자 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포괄적 표준분류체계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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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에 적합한 마스터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
스마트제조내의 다양한 설비 간에 상호 교환되는 기준정보(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검증
을 위한 기술. 마스터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식별하고, 관련 활동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 표준을 정의

● 위상 정보 기반 3D CAD 곡면 모델의 고유명칭 표준:
스마트제조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 시스템 간에 제품 정보 (곡면 모델을 포함한 파라메트릭 3D CAD 모
델)을 교환할 때 사용되는 표준으로 설계 곡면 형상의 변경 명세 및 변경 이력 추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제공

● 제조 설비의 모니터링 및 운용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종의 물리적 장치 및 ERP, MES 등의 상위 생산관리시스템을 포괄하
는 제조 설비의 모니터링 및 운용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 공정 품질 관리 표준:
공정품질요소 상관관계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통플랫폼 이며, 가공조립설비 HMI, 공정품질 빅데
이터 처리, 통계분석 처리, 및 지능형 품질이력 지식처리 등을 포함한 통합개발 환경을 위한 표준
[그림 3] 스마트제조에서 산업데이터 표준-기술-제품 및 서비스 연관도
현재

2017

2019

제조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정보 교환

산업데이터 표준

2021

2023

2025

스마트공장 시설물 관리 정보
마스터 데이터 품질관리

공정 품질 관리

3D CAD 곡면모델 고유 명칭

PLM-MES 인터페이스 기술
산업 데이터 품질 기술

연관 기술
데이터 기반 제조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개발

부품 라이브러리 기술

CAD 데이터 교환 기술

PLM 플랫폼
자동화 설비 플랫폼
설비 데이터 연동 플랫폼

전략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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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분야의 스마트제조 표준-기술-제품/서비스 연관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3이다. 이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조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정보 교환, 시설물 정보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공
정 품질 관리, 및 3D CAD 모델 고유명칭 표준화를 바탕으로 PLM-MES 인터페이스, 스마트제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기반 제조, 부품 라이브러리, 및 제품 데이터 교환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와 같은 표준 및 기술이 개발되면 PLM 플랫폼, 자동화 설비 플랫폼, 및 설비 데이터 연동 플랫폼 등의 여
러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 결론
산업데이터 표준은 제조 SW(software)들 간에 설계 정보(형상, 재질, 기능 등), 해석 정보, 생산 정보
(생산 계획, 가공, 공정 등)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자동화, 스마트화, 첨
단화를 위해서 공장 내의 여러 기계 설비들이 제품의 설계 및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이기도 하다. 스마트제조의 실현 관점에서 보면, 산업데이터 분야의 R&D 방향이 전통적인
제품 설계·생산 정보의 교환에서 벗어나, 제품개발(PLM)과 생산실행(MES)와의 연동, 제조 설비와 제조
SW와의 연계, 제조 설비들 간의 정보 공유 등과 같이 설계/제조/설비에 통합하는 종합적인 스마트제조 환
경/인프라 정보의 표준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준화 연구개발은 스
마트제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기반 제조, PLM 플랫폼, 자동화 설비 플랫폼, 및 설비 데이터 연동 플랫폼
등과 같은 여러 스마트제조 기술/제품/서비스의 상용화 기반이 된다.

[참고문헌]
[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모델 기술용어집”, 산업자동화용어집, 2005년 7월.
[2] 한순흥, ‘제품 설계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제표준’, ISBN 978-89-6236-140-7 93530, 도서출판 보성, 2015
년 6월.
[3] Sharon J. Kemmerer (Ed.), “STEP? the grand experience”, NIST SP939, July 1999, 일본의 ECOM과 JIPDEC
에서 2000년 3월에 일본어로 번역.
[4] Julian Fowler, “STEP for data management, exchange, and sharing”, Technology Appraisals, 1995, 이 책
을 일본의 플랜트CALS 연구회가 일본어로 번역, (주)공업조사회 1997년 10월 발간, ISBN4-7693-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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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nufacturing
3. 스마트제조 상호호환성 융합 기술
스마트제조는 공장 내·외부의 다양한 사물 및 서비스와 연결됨에 따라 다양한 도메인 솔루션 및
기업 간 네트워킹과 통합을 위한 상호호환성 기술이 필요하다. 공장 내에 사용되는 기술은 사람의 생
명과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장 환경에 따라 명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실시간성,
고가용성, 기능 안전 통신 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두 개의 공장 장비에 탑재되는 기술이
아닌 공장 전체의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기술로서 산업적 수용성을 가지는 표준을 바탕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MES/클라우드와 제어기간 상호환성을 위하여 중요성이 커지
고 있는 OPC UA와 고가용성과 실시간 성능이 뛰어난 RAPIEnet의 융합 기술이 개발되었고 스마트
공장 데모공장에서 검증을 진행 중이다. 향후 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상호호환성을 확보하
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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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는 공장 내·외부의 다양한 사물 및 서비스와 연결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사, 고객,
서비스 제공 업체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상호호환성 기술이 필요하다. IEC 61804-2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상호호환성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호환성 레벨이다
[그림 1] IEC 61804-2 상호호환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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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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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상으로 표현하고 연결한 기술 객체 간의 협력과 협업을 쉽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에 가치 있는 기술 객체는 물리적인 유형의 객체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이
디어, 저장소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객체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전체 생애 주기 동안 기술적인
객체에 대한 디지털 기술 규칙을 만들고 기술 객체와 기술 객체의 개발, 생산 및 사용에서부터 처분에 이
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측면을 표현해야 하며 이때 상호호환성은 필수적인 것이다.
2017년 3월 IEC에서는 독일의 RAMI 4.0을 IEC PAS 63008 규격으로 채택하였고, [그림 2]와 같이 계
층구조에서 상호호환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제조의 상호호환성 보장을 통해 스마트제조 운영자,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이한 스마트제조 환경으로 서비스 전환 시에도 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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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ndustry 4.0의 참조 아키텍처 모델 (RAMI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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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들의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네트워크들을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스
마트제조 운영자는 그들의 고객과 시장에 적합한 스마트제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유연한 사업 프로세스
와 상호운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기반의 스마트제조 접근방식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환경에서는 기존 산업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통신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환경에서는 흔히 필드버스라고 불리는 실시간 자동화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으며 IEC TC65/SC65C에
서는 실시간(MT9, IEC 61158), 프로파일(MT9, IEC 61784-2), 기능 안전 통신(WG12, IEC 61784-3),
고가용성 통신(WG15, IEC 62439) 분야로 나누어 산업용 통신 표준 기술을 담당하고 있다. 초기 하나의
필드버스 기술로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다양한 공장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회사별 필드버스 및 실시간
산업용 이더넷 표준들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성은 [그림 3]과 같이 분야별로 다양하므로 요
구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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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야별 실시간성 요구 사항

사이버 보안 표준 규격은 시스템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여 IEC 62443 표준에서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
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후 IEC SC65C/WG13에서 IEC 61784-4 표준에 상세 내용을 반영할 예
정이다.
국내에서는 IEC 산업용 통신 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사용하고 있는 표준 6종을 KS로 제정
하였고, 이 중 실시간성, 고가용성, 기능 안전 관련 IEC 표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표준 기술은 Profinet,
EtherNet/IP, RAPIEnet 등이 있다.
스마트제조의 상호호환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산업용 통신 기술은 한두 개의 장비에 종속되는 기술이 아
닌 공장의 전체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장 내에 사용되는 통신 방식은 사람의 생명과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장 환경에 따라 명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실시간성, 고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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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EC 61360-4 공통 데이터 사전(CDD) 데이터베이스

기능 안전 통신 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용 무선 통신 기술은 아직 제어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지 않지만 이를 방해했던 문제들(실시간성, 사용 비용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산업용
전용 주파수 대역 할당을 통하여 보수적인 산업자동화 분야에도 무선 통신 기술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
으며, 국내 산업의 입장반영 및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산업용 이더넷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이며, 국내에서는 LS산전이 산업용 통신 분
야 (실시간성, 고가용성, 기능 안전 통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네트워크 분야 IEC 규
격을 추진한 RAPIEnet (Real-time Automation Protocols for Industrial Ethernet) 표준이 있어 국
내 산업용 이더넷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OPC UA 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한국형 스마트제
조 표준 솔루션으로 OPC UA와 RAPIEnet, EtherNet/IP의 통합을 완료하였고, 해당 기술은 [그림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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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성도로 스마트제조 데모 공장에 적용하여 상호운용성을 검증 진행 중이다. [그림 5]는 IIoT 플랫
폼을 기반의 상호호환성 융합 기술 계층도이다. 향후 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상호호환성을 확
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1] HSN 2016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및 산업네트워크 동향
[2] IEC PAS 63088 Smart manufacturing–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ndustry 4.0 (RAMI 4.0)
[3] Network-based Communication for industrie 4.0–Proposal for an Administration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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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Smart Factory
4. 스마트제조 정보보호 이슈레포트
공장 설비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기반기술이 디지털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네트워크(인터넷)에 연동되는 추세로서, 공장의 사무환경(IT: Information Technology)과 산업제어설비(OT: Operational Technology)의 안정성·보안성 확보 문제가 중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산업 설비나 시설·자산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난 후유증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보안은 스마트팩토리 혹은 스마트제조를 구현하려는 제조 기업에서 원·부자재 발
주, 에너지 수급, 생산관리, 운영관리, 물류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해야 할 기본적·필수적인 기반 조
건이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안전성·보안성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화 현황 및 개정 방향 등
을 주요 이슈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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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 보안 이슈
공장 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에 이어서 공장 설비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기반 기술이 디지털
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네트워크(인터넷)에 연동되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화해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을 일컬어 사물인터넷(IoT)기기로 명명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약 200억~500억개 정도가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그림 1] IIoT 시장 예측치

더불어서, 각종 제조 설비와 기기 등이 사물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으면서, 공장의 사무환경(IT: Information Technology))과 산업 제어 설비(OT: Operational Technology)의 안전성보안성 확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기기들은 스마트한 기능 구현을 위해 내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장착되고
더불어 LAN, WiFi, Mobile 네트워크 등 인터넷에 연동되는 기능을 갖추면서 상대적으로 해킹이 가능해
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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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보안사고는 일반 기업의 사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보다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데, 특히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산업 설비나 시설·자산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난 후
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 2003년 미국 동부 철도회사 신호제어기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운전 정지
- 2010년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원심분리기 ‘스턱스넷’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운전정지
- 2012년 미국 전력회사 전력시설 터빈 제어시스템에 악성코드 감염되어 3주간 운전 중단
- 2014년 일본 후쿠이현 몬주 원자력발전소 내부 관리자 컴퓨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4만 2천건 문서 유출
- 2014년 독일 찰강회사 용광로제어시스템 장애 발생
- 2016년 우크라이나 발전소 내부 컴퓨터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 정지되고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 2017년 랜섬웨어(워너크라이, 페티야 등) 공격으로 세계 각국의 석유, 철강, 선박, 자동차
공장 등 감염 사태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제조분야에서의 보안은 스마트팩토리 혹은 스마트제조를 구현하는 프로세스 상
에서 원부자재 발주, 에너지 수급, 생산관리, 운영관리, 물류·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기본적이고 필수적
으로 적용해야 할 기반 조건이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안전성·보안성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화 현황 및 개정 방향 등을 주
요 이슈로 다룬다.

▒ 스마트제조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현황
1. IEEE 62443 Series 국제표준 현황
미국 ISA 99 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를 기반으로 IEC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서 IEC 62443시리즈 표준
문서로 발간하였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는 전자 기술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적
합성 평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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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443 series of 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Network and system security(산업
용 통신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표준은 IEC TC 65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WG 10 Security for industr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 Network and system security 의 주관으로 제정되고 있다.
모두 4개의 파트 [일반(General), 정책 및 절차(Policy & Procedure), 시스템(System), 구성요소
(Component)]로 나뉘어 있으며, 각 파트는 2 ~ 4개의 서브파트로 구성되며 모듈러 보안 구조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림 2] IEC 62443 Series 구조

○ IEC 62443-1 일반(General) : 개념 모델, 용어 등 일반적인 사항 규정
- IEC 62443-1-1 Terminology, concepts an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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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62443 문서들에 사용되는 용어, 개념과 모델 소개
•범용 사이버보안 요소들 중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IACS: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에 적용 가능한 부분과, 오직 IACS에서만 적용 가능한 개념과 모델에 대해서
정의
•7개 FR(Foundational requirements) 정의: 식별 및 인증(FR1), 사용제어(FR2), 시스템 무결성
(FR3), 데이터 기밀성(FR4), 데이터 제한성(FR5), 응답성(FR6), 자원가용성(FR7)
- IEC 62443-1-2 Master glossary of terms and abbreviations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마스터 용어집 정의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식별되면, IEC 및 ISO를 통해 해당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관련이 있는 IEC 또는 ISO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경우, 용도가 적합한 지 확인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정의가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체 용어 고려 및 마스터 용어집
에 추가 정의를 제안.
•마스터 용어집에서 확인된 용어 및 신규 또는 대체 정의는 용어집에 포함될 수 있도록 IEC와 공
유.
•사용된 정의를 다시 설명하는 주석이 붙을 수 있음.
- IEC 62443-1-3 System security compliance metrics
•IACS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은 시스템 사이버 보안 적합성 측정 기준을 정의
•적합성 측정 항목
a) IEC 62443 시리즈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IACS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측정
b) 안전한 IACS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리
c) 시스템의 배치 수명 전반에 걸쳐 사용자 지정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하고 관리
d) 시스템, 하위 시스템 및 구성 요소가 서비스에서 제거될 때 보안 처분 확인
e) 법규 준수 기관에서 사용할 시스템 측정 제공
- IEC 62443-1-4 IACS security lifecycle and use-case
•IACS 보안 라이프사이클을 정의하고 실증 사례 설명
•이 작업은 시리즈의 일부로 제안되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음.
- IEC 62443-1-5 IACS Protection levels
•현재 개발 예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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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443-2 정책과 절차(Policy & Procedure) : 산업제어시스템을 보유하는 조직의 보안 정책
과 절차에 대해 규정
- IEC 62443-2-1 Establishing an IACS security program
•IACS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 (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정의하고, 이 요소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ISO/IEC 27001 및 27002에서 정의한 보안표준과 IACS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작성.
•IACS와 일반 비즈니스 및 정보 기술 시스템 간 중요한 차이점 정의.
•IACS의 사이버 보안 위험이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개념 소개
- IEC 62443-2-2 Implementation guidance for an IACS security management system
•IACS 보안관리시스템의 구현 지침
•설계 및 구현 후 보안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기술
•현재 개발 작업 진행 중
- IEC 62443-2-3 Patch management in the IACS environment
•IT 기반과 다른 IACS 보안 환경에서 패치 관리를 위한 특수한 요구사항
•IACS 구축 완료 후, 패치 관리 단계상에서 자산 소유자와 IACS 제품 공급자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각 자산 소유자 및 제품 공급자 간 보안 패치에 관련된 정보 교환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형식 제공
- IEC 62443-2-4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IACS suppliers
•IACS 공급 업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IEC 62443-3 시스템(System) : 시스템 통합을 위한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을 규정하고, 산업제어시스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강도를 가진 기본적인 요구사항(FR1 ~
FR7)을 선택하여 설계 및 구현 실시
- IEC 62443-3-1 Security technologies for IACS
•IACS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보안 도구, 완화 대응책, 기술에 대한 현재 평
가(assessment) 제공
•제어 시스템 중심의 사이버보안 기술의 여러 범주와 해당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유형, 자
동화된 IACS 환경에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위협 및 취약점에 관련된 장•단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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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보안 기술 제품 및 대책을 사용하기 위한 예비 권장사항 및 지침 등
- IEC 62443-3-2 Security levels for zones and conduits
•영역과 전송로에 대한 보안 수준
•IACS에 대한 시스템 구성(SuC: System under Consideration)을 정의하고, SuC를 구역으로
분할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보안 수준 목표(SL-T)를 수립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기 위
한 요구사항을 정의
- IEC 62443-3-3 System security requirements and security levels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수준
•IEC 62443-2-1에서 제시한 보안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62443-2-1에서 요
구하는 위험 평가 핵심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 및 기능을 식별
- IEC 62443-3-4 Product development requirements
•현재 개발 예정 중
○ IEC 62443-4 구성요소(Component) :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제어기기, 장비, 애플리케이션
의 보안을 취급하는 장비 업체를 위한 보증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 규정
- IEC 62443-4-1 Product development requirements
•보안개발생명주기(SDL: Secure Development Life-cycle)를 정의하며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기술함
•제품 공급자는 본 표준을 준수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은 단일 부품이 될 수
도 있고,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음
- IEC 62443-4-2 Technical security requirements for IACS components
•IEC 62443-1-1에 기술된 7개 기초 요구사항 (FR)과 관련된 상세한 기술 제어 시스템 구성요
소에 대한 요구사항(CR)을 제공
- IEC 62443-4-3 Network devices
•현재 개발 예정 중
- IEC 62443-4-4 Application, data and functions
•현재 개발 예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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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A 62443 (→ IEC 62443으로 전환) 개정 현황
○ ISA 62443-1-1 2nd Edition concepts and models
- 2017.3월에 Draft 6, Edit 4 단계로 개정 작업 중
- 개념 정립에 Supply Chain Security 추가하고, Life Cycle 등을 전면 개정
- 2007년에 작성되었던 표준안 대체 예정
- 최근 초안 회람 중에 있음.
○ ISA 62443-1-2 Master glossary of terms and abbreviations
- 2017.1월에 Draft 1, Edit 6 단계로 개정 작업 중
- ISO/IEC JTC1 SC 27 과 협업하면서 ISO/IEC 27001 & 27002 참조해서 작업
- 최근 초안 회람 중에 있음.
○ ISA 62443-1-3 Cyber Security System conformance metrics
- 2015.10월에 Draft 1, Edit 19 단계로 개정 작업 중
○ ISA 62443-1-4 IACS security lifecycle and use-case
- 사용 사례 발굴 중에 있으며 WG10에서 인식.
○ ISA 62443-1-5 IACS Protection Levels
- “Protection Levels”의 예상되는 개념 소개
- 최근 초안 회람 중에 있음.
○ IEC 62443-2-1 2nd Edition Establishing an IACS security program
- 92 개 보안 통제 항목에 대해서 의견 제출받아서 수정 보완 작업 중
- ISO/IEC 27001 & 27002 ISMS 보안 통제 항목들과 NIST Cybersecurity Framework 내용과의
일관성 유지 고려하여 개정 작업 진행 중
○ ISA 62443-2-3 Patch management in the IACS environment
- 2015.7월에 기술 보고서 발간

28

스마트제조

- 국제표준으로 전환 작업 진행 중
○ ISA 62443-2-4 Patch management in the IACS environment
- ISA 99에서 표준 채택
- IEC에서 표준 발간
○ ISA 62443-3-1 Security technologies for IACS
- 2016년에 Revision 2단계로 개정 작업 중
- 위험관리 근간하에 표준 재작업
○ ISA 62443-3-2 Security risk assessment and system design
- 2017.5월에 Draft 7, Edit 1단계로 개정 작업 중
- ISA 99에서 전면 개정판을 개발하는 NP 제안 채택
- IEC TC 65 WG10 에 CDV(=DIS) ballot
○ ISA 62443-4-1 Secure Product Development Lifecycle Requirements
- 2016.3월에 Draft 3, Edit 11단계로 개정 작업 중
- 최종 표준 절차(FDIS) 마무리 진행 중
○ ISA 62443-4-2 Technical security requirements for IACS products
- 2017.1월에 Draft 4, Edit 1단계로 개정 작업 중
- 최종 표준 절차(FDIS) 진행 예정

3. 국내 현황
국내에서 스마트공장 표준화 단체 (ISO, IEC, IEEE, ISA 등)의 작업그룹(WG)에 각 분야별로 표준 전
문가들이 다수 참여 중이나, 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TC, SC, SG 등의 작업그룹(WG)에 참여하는 스마
트 공장 혹은 스마트 제조 보안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화 위원회 중에서 PG 609 CPS(Cyber Physical System) W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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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CPS를 제조와 융합한 사이버-물리 생산시스템 (CPPS,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s) 관련 표준으로 스마트제조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스마트제조 보안 관련해서는 파악되는 활
동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도 스마트 제조 보안 관련 표준은 일부 한정된 영역에서만 현장 적용이나 응용 작
업을 시작한 상황이며, 향후 국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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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nufacturing
5. OAG 표준문서 개발 방법론
▒ 개요
본 이슈 리포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Open Application Group Inc.(OAGi)의 통합
명세 개발 프로세스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OAGi는 통합 프로젝트 정의, 명세 및 메
시지 작성, 검토 및 승인, 출판의 단계를 거쳐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을 진행한다. 통합 프로젝트 정
의 단계에서는 통합 프로세스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구
성한다. 명세 및 메시지 작성 단계에서는 통합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나리오와 해당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기업간 프로세스 통합을 위해 주고 받아야하는 표준 메시지를 작성한다. 검토 및 승인 단
계에서는 작성 단계에서 작성된 산출물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한다.
마지막으로 출판 단계에서 개발 문서, 도출 시나리오, XML 혹은 JSON 형태의 메시지 스키마와 인
스턴스 등, 각 단계의 산출물을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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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Integration Specification의 개발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개발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정의, 명
세 및 메시지 작성, 검토 및 승인, 출판의 단계로 구성된다.

▒ 기본 원칙(Development Principles)
Open Applications Group Inc. (OAGi)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한다. (i)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상호운영성을 지원한다. (ii)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과 연결성
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 기본 가정 :
1. Council Member 혹은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Working Group을 만들 수 있고 최소
한 General Member들이 Working Group에 참여할 수 있음. Working Group Chair에 초대받고
OAGi Staff 및 Policy Board에 승인받은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가 가능함.
외부 전문가의 참여조건
•Working Group의 초대 및 OAGi Architect와 CEO의 승인
•OAGi 지적재산권 Policy 문서 및 프로젝트 정의 Signature Page에 본인 서명
•전문가 지식 제공 가능 그러나 Working Group 이슈 투표 불가
2. Working Group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 3명의 OAGi Member가 필요함. 모든 Working Group
Member들은 공식적으로 Working Group에 가입하기 위해 OAGi Membership Agreement와
OAGi IPR Agreement에 서명해야 함. 위 Agreement들은 OAGi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
3. Working Group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프로젝트 정의 서명 페이지에 서명해야 함. 이것으로
프로젝트 기여 범위를 정함.
4. Working Group Member들이 Working Group의 최종 산출물 단계까지 기여하려면 본 프로세스
에 참여해야 함. 본 프로세스는 이메일, 화상 회의, 대면 회의 등을 포함함. Working Group 내용에
관한 투표를 위해 모든 Working Group 회의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만약 특정 Member가 많은 회
의에 불참할 경우, 특정 Member의 지식 및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Working Group Chair가 특정
Member를 승인 단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음.
5. 프
 로젝트는 Member의 요구없이 시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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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Member가 회의에 참여한다고 프로젝트를 재시작하지 않음. 만약 늦게 참여한 Member가 Working Group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새로운 Working Group을 제안하여 내용을 재검토하고 검토 및
승인 단계의 모든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음.
7. Open Applications Group Integration Specification (OAGIS)의 과거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차후 버전에서 제거될 수 없음
8. 하
 위 호환성은 유지되어야 함. Scenario 및 Business Object Documents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
로 수행하지만 기존 구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기능을 제거하지는 않음. 따라서 현재 사용
자가 수정본 수준의 메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하위 호환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Policy Board
의 승인이 필요함.
9. 내
 용물은 계속 재사용 가능해야 함. 이것은 OAGIS를 사용자들에게 일관성있는 Canonical Model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 현재 작업에 대한 확장이 허용되며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
재 사양을 확장할 것을 권장함.
Working Group Member들과 Working Group은 재사용성을 최대한 보장할 책임이 있음.
10. W
 orking Group과 산출물에 대한 일관성을 추구함. OAGi Architect를 검토 및 컨설팅 목적으로
각 Working Group에 배정함. Architect는 프로젝트 및 내용 문제에 관해 Working Group Chair
를 지원함.
OAGi Chief Architect는 Architecture Council과 협력하여 모든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내용 및 기
술 아키텍처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간 동안 모든 산출물
을 검토함.
11. O
 AGi Quality Working Group은 모든 OAGi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함. 초안, 베타 버전, 검
토 버전 및 최종 버전의 문서를 포함함. 모든 초안, 베타 및 검토 문서는 공개 될 때 문서와 관련된
IPR 규칙을 정의하는 OAGi IPR Public Wording을 포함해야 함. 모든 최종 문서에는 OAGi 라이
선스 계약서가 필요함.

● 회의 절차:
•회
 의는 대면 회의, 화상 회의, 웹 기반 협업 툴 및 Working Group이 동의한 다른 방법으로도 진
행할 수 있음. Working Group Chair는 회의 의제를 발표해야 함.
• Working Group Chair가 회의를 진행함.
•회
 의록은 필수임. Working Group의 명칭, 날짜와 시간, 회의 참석자, 회의 의제, 결정, 실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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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다음 계획의 회의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해야 함. 회의록 형식은 OAGi Staff가 제공함.
• 회의는 합의에 따라 진행됨. 합의는 대부분의 동의로 정의됨.]
• 회의 참석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검토 중에 언제든지 의견을 말하고 제안할 수 있음
• 회의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함.
• 회의 도중 어떤 조직에 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함.
• 제안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건설적인 대체 제안을 동반해야 함.
•토
 론중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제가 벗어날 수 있으므로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된
다면 Working Group은 주제를 지속할 수 있음.
•조
 직 당 하나의 산출물이 승인 가능함. Working Group에 한 명 이상의 회원사 대표자들이 있다
면 그들은 회원사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음.

▒ 개발 프로세스 개론
전 개발 프로세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 개발 프로세스
프로젝트
정의

표준 문서
작성

출판

검토 및 승인

▒ 프로젝트 정의 단계
●목
 적 :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프로젝트 Working Group Member 및 Chair를 구성하며, 수행
해야 할 업무와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한다.
● 산출물 : 정의 단계의 산출물은 OAGi 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으로 작성한다.
• 범위, 최종 산출물, Working Group Member 목록, 일정을 담은 프로젝트 정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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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Group Member의 동의서
• 중간 산출물이나 관련 정보 공유 저장소 (예, Google Drive, Dropbox)

●표
 준화 수준 : 여러 방식으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본 문서는 신규 표준 내용, 신규 기술, 중
대 규모의 기존 표준 수정 또는 추가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메일이나 댓글 등으로 제안된 소규모
의 수정 또는 추가는 Architecture Council의 검토의견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정의 단계의 업무 절차 :
[그림 2] 정의단계의 업무 절차

●활
 동:
1. 프로젝트 정의
템플릿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프로젝트 범위
•주요 산출물 요약
•시나리오 다이어그램
•비즈니스 워크 플로우
•추가될 메시지나 오브젝트 리스트
•변경될 메시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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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 Member 목록
•일정표
•가정 또는 이슈 리스트
•활용 가능한 외부 자원
2. OAGi Staff와 Member들에게 신규 Working Group 제안
OAGi Staff와 Member들은 Working Group Chair와 함께 범위, 접근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 때 이슈
가 발생한다면 OAGi Architecture Working Group이나 Executive Working Group으로 상정하여 해
결한다. 이 절차는 프로젝트 정의를 승인, 개선, 또는 취소할 때까지 계속 된다. 이 단계에서 최소한 3명
의 Member를 채워야 한다.
3. 프로젝트 정의의 최종 승인을 위해 Policy Board에 상정
OAGI Staff는 프로젝트 정의를 공식적인 검토와 투표를 위해 Working Group과 함께 논의한다.
4. 참여자 모집
OAGi Staff는 Working Group Member의 참여자를 공식적으로 모집한다
5. Working Group 선정
프로젝트 정의가 승인된 후, Working Group을 선정한다.
Working Group 선정은 Working Group 미팅 등의 미팅 자리에서 자원을 받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Working Group Chair가 요청하는 경우, OAGi 혹은 OAGi Chief Architect가 Working Group 선정
을 도울 수 있다.
Working Group Member가 되기 위해서는 Open Applications Group에서 평판이 좋아야한다. 단,
문서에서 정의된 외부 초청 전문가의 경우 예외이다. 이외의 상세한 규정은 추후에 문서에서 정의된다.
6. 정보 공유 저장소(ex. Google Drive)에 관련 파일 업로드
7. 주기적인 Workgroup 미팅
Working Group Chair는 프로젝트 정의 단계 및 추후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면대면 미팅 혹은 화
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미팅의 일정은 Working Group에서 정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 번, 한달에 세 번이
될 수 있다. 또한, Working Group의 면대면 미팅은 OAGi의 면대면 미팅 중간에 이뤄질 수 있다.

● 범위 선정: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와 갭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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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에 유사한 기존 시나리오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시나리오에는 시나리오
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Business Object Documents (BODs)의 이름이 표시된다.
신규 메시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 메시지를 찾아본다. 그 후, 갭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메시지가 요구사항에 얼마나 밀접하게 부합 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1. 가능하면 메시지를 변경하지 않는다.
2. 중요 요구 사항이 누락된 메시지는 수정한다.
3. 유사한 기존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 메시지를 작성한다.

● Working Group 구성
Working Group 선정 후, 다음의 두가지 과정을 수행한다.
1. Member는 공식적으로 Working Group에 참가하기 전에 프로젝트 정의 단계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2. 회
 의 일정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수립해야한다. 미팅은 화상 회의나 대면 회의 형태로 진행한다. 첫
미팅에서는 다음의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 Working Group의 범위와 목적
• 각 Member의 관심 분야
• Working Group Member의 역할
•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

● 프로젝트 수행 기간 선정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정해지면,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프로젝트 일정은 업무의 범
위와 양, Member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능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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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문서 작성 단계
● 목적: Working Group의 참여를 독려해 참여자 모두의 합의를 이루는 수준 높은 메시지 표준을 작
성한다.
● 산출물:
•통합 시나리오
OAG는 시나리오 묘사를 위해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형태의 통합 시나리오 사용을 요구한다. Working Group은 원할 경우 BPMN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항목을 포함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 프로세스상에서의 가정
- 구성요소 상세 정의
- 비즈니스 시퀀스 또는 플로우
- 예외 처리
[그림 3]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나리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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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Object Documents 정의서
OAGi는 UML 클래스 모델링 도구 대신 XML 자체로 데이터를 모델링한다. 일부 Working Group에서
는 UML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요구 사항을 OAGi Chief Architect에게 건네진다. 명사, 구성 요소
및 요소에 대한 모든 수정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XML 스키마 파일 - 메시지와 구성요소 라이브러리
이 단계에서 Business Object Documents는 XML 스키마로 표현되어야 한다. 새 메시지가 생성되거나
기존 메시지가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정 될 수 있다.
• XML 예시
Working Group은 현실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XML 문서의 실제 인스턴스 기반으로 스키마 예시를 개
발해야 한다.
• JSON과 WSDL
JSON 및 WSDL은 OAGi가 직접 개발한다.

● 업무 절차
[그림 4] 명세 및 메시지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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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작성:
통합 시나리오 설계는 통합을 위한 모델을 도출한다. 이는 반드시 메시지를 설계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설계를 진행하는 중에 좋은 메시지를 발견하곤 한다. 시나리오 설계는 재사용을 위해 기
존 시나리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UML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통합 시나리오 구
축 시 주고 받는 모든 정보 및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가정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환경과 같
은 정보가 포함된다. 문서화되어야 정보는 구성 요소 정의, 프로세스 플로우 시퀀스 및 상호 의존성,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예외 처리가 포함된다.

● 메시지 작성:
결과물 승인을 위해 가장 최근에 승인 된 OAGIS 이름 및 디자인 규칙을 사용하여 스키마를 작성해야한
다. OAGi Chief Architect에게 최신 내용의 개정판이 있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구성 요소 또는 명사를 개
발할 때 그 정의가 간결해야 하며, 가능하면 예시와 동의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능
하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의 정의를 사용한다. 새로운 요소 이름의 개발이 필요할 때
는 OAGIS에 포함 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다른 표준과의 매핑이 용이하도록 한다.

▒ 검토 및 승인 단계
● 목적: OAGi는 통합 프로젝트를 기존의 공개 표준과 비교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통합 프로젝트가 공
개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한다.

● 산출물:
• 최종 통합 시나리오
• 최종 메시지
• 30일 또는 60일의 공개 의견 (이 결과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Policy Board에 보고된다)
• Working Group의 공개 의견 승인 결과
• Quality Working Group의 찬반 투표 결과
• OAGi Policy Board의 찬반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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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요약:
1. OAGi Chief Architect의 최종 산출물 검토
2. OAGi Architect와 함께 산출물 공개 작업
3. OAGi Staff의 Member Review 수행
4. 공개 검토에서 나온 변경 요청에 대한 OAGi Quality Working Group Staff 및 유관 Working
Group의 검토, 분류, 수합
5. 최종 OAGi Architecture 기술 검토 수행
6. OAGi Policy Board의 최종 승인을 위한 결과 발표
[그림 5] 검토 및 승인

OAGIS Member Review 프로세스: OAGIS Member Review 프로세스의 목적은 작업의 품질을 보장
하고, 공개 표준 프로세스의 완전성을 보전하며, 짧은 기간 내에 표준 형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하
기 위함이다. OAGi Staff는 전체 OAGIS의 계획 배포를 위해 진행중인 작업을 다른 완성된 프로젝트들
과 함께 기본 OAGIS에 병합한다. OAGi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형식으로 OAGIS의 버전 관리를 한다.
OAGi Staff는 내용 요약 및 검토 기간 등의 검토 정보와 함께 Member Review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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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OAGIS 새 버전은 다운로드 및 등록 페이지에 게시된다. 그 후, OAGi 웹사이트 첫 화면에 Member
Review가 공지된다. Member Review 동안 리뷰어들은 OAGIS 버전 다운로드를 하고 피드백 형식에 따
라 질문, 검토, 피드백 등을 할 수 있다. Member Review가 끝나면 OAGIS의 후보 배포판이 웹사이트에
서 삭제된다. 모든 의견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의견에 대한 수락/거절 등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출판 단
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버전을 확정한다.

▒ 출판 단계
● 목적: 출판 단계의 목적은 OAGIS의 모든 구성 요소를 패키지화한 최종본을 OAGi 웹 사이트를 통
해 배포하는 것이다.
● 산출물:
•개발 문서, 통합 시나리오, 메시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XML 혹은 JSON 형태의 메시지 스키마와
인스턴스, 기타 산출물을 포함한 최종 OAGIS

● 활동:
1. OAGi Chief Architect의 지휘하에 모든 Working Group Chair들의 작업을 최종 버전으로 병합한
다.
2. 배
 포판 (Standard Edition, Platform Editions 및 Enterprise Edition 포함)을 OAGi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3. 만약 새로운 버전이 발매된 경우 이를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고 간혹 프레스 배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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