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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품질경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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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진 이후 세계는 사회·경제적

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

로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2015년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신산업 창출 등에 힘써오

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

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것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주제어  제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프레딕스(Predix) 

Abstract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thrown into the world at the Davos World Economic Forum in 
January 2016,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major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quality manage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as examined. First, in all the major countries the industrial 
structural changes and smart business models were confirmed due to the convergence of new ICT such as IoT, 
robotics, 3D printing, big data, and AI with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econd, we found that although 
the core technology leve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is not as good as that of advanced countries, we 
have been working on expanding smart production methods and creating new industries by utilizing new IC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quality management is a real-time implementation of new ICT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market in real time based on big data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 of products 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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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

념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되었고 사회·경제

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제1, 2, 3, 4차에 이르렀다. 제1차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 중반부터 19

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일어난 기술적, 조직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지칭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구가 기계로 대체되었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내수공업을 대신하여 공장제도가

정착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내시장과 해외 식

민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고, 사

회적 측면에서는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1837

년 프랑스 혁명가인 블랑키(J.A. Blanqui)에 의해서 처

음 사용되었고, 다시 184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F.

Engels)에 의해서폭넓게사용되었으며, 이후아놀드토

인비(A. Toynbee)에 의해서 용어의 사용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산업혁명은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되어

1820~184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주로 손

을 이용하던 생산방식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를

사용하는방식으로바뀌었다. 제2차산업혁명의가장큰

특징은 전기와 대량생산체계의 발달이다. 제1차 산업혁

명이 섬유, 철강, 증기기관 기술에 집중된 ‘동력 혁명’인

반면제2차산업혁명은 ‘자동화혁명’으로철강, 철도, 석

유, 화학, 전기 등의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이어서 1990년대 중반들어전자기기, 정보통신, 자동화

생산등이개발및활성화되면서 ‘디지털혁명’이라고할

수있는제3차산업혁명이촉발되었고, 이로인해전세

계의상업과사회적관계도새로운국면에 접어들어인

류의 경제생활도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근래에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 세계

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초연결 혁명’

인 제4차 산업혁명이 촉발됐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은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기술들이다양하고새로운

형태로융합되는것이라고말하기도한다. 제4차산업혁

명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이끄

는것은물론 인류의미래와삶을근본적으로뒤바꿔놓

을 만큼 커다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행성, 사이버 행성, 디지털 행성 간의 경쟁과 협

력을유발하는것으로보인다[1]. 여기서물리적행성은

현생인류가살아온삶의터전이며, 사이버행성은인터

넷의 탄생으로 인류의 제2의 삶의 터전이 된 사이버 세

계이고, 디지털 행성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가상물리체계(Cyber Physical System, CPS)의

혁명으로 탄생하고 있는 제3의 삶의 터전을 말한다.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SNS 등을 통해사람

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

하는초연결사회로진입하였다. 이런초연결사회에서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다양한 센서와 단말기를 이용

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은 사람 사물 데이터 프로세서를서로

연결하여, 과거와 다르게 고밀도 초연결하여 상상 이상

으로경제적가치를창출한다. 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혁신이다[2]. 이들 분야의 기술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
기술 설명

사물인터넷
사물에 부착된 센서와 통신망에 기반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

빅데이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통해 제조현장 등에서 시스템의
최적화·효율화

인공지능
인지, 추론, 학습 등 인간의 사고능력을 모방한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효율성 향상 및 인간의 업무

대체

로봇공학
기존 기계공학 중심의 로봇에 생물학적 요소를 적용해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각 분야에 활용

본 연구에서는 2절에서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에조직의경쟁력향상을위해어떤

전략을 구상하는지 살펴보고, 3절에서는 우리나라는 어

떤전략으로대응하는지알아본다. 그리고 4절에서는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

펴보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연구를요약하고추후과제

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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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접근 전략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마다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그 대

표적사례가독일의인더스트리 4.0, 미국의산업인터넷,

일본의 로봇신전략등을들수있다. <표 2>는각나라

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나타낸다[2, 3, 4].

<표 2>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비교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추진
주체

민간주도,
정부지원

민간주도
→ 민관공동

민관공동주
도, 공동실행

정부주도,
민간실행

거버
넌스

•민간
컨소시엄
•민관
파트너십

•Platform
industry
4.0

(정부·기업·
학계)

•제 4차
산업혁명
관민회의
(정부·기업·
학계)

•정부(국무
원,

공업신식화
부)

주요
정책

•AMP(2
011.6)
•AMP
2.0(2013.9)

•Industry
4.0 (2011. 4)

•제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20
16. 4)

•중국제조
2025(2015. 5)
•인터넷플
러스(2015. 7)

특징

•기술과
자금을
보유한
기업 주도
•제조업
중심

•제조업과
ICT융합
•국제표준
화 선도
•프라운호
퍼 연구소

•기술,
인재육성,
금융, 고용,
지역경제 등
종합대응

•제조업
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

핵심
기술

공통 : 산업용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설비,
솔루션

산업용 로봇
범용적

정보통신기술

한계

일자리,
소득분배
등 다양한
파급영향
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제조업
중심에서
경제
전반으로
기술발전의
시너지 제고
필요

사회구조적
과제 해결이
쉽지 않고
재정여력
약화 등
정부지원
지속의 한계

빈곤,
지역격차,
노령화 등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2.1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
독일에서 시작한 ‘인더스트리 4.0’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산업구조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독일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하여 2011년부터 공식화된 산업부흥정

책인 ‘Hightech Strategy 2020’의 10가지핵심전략중하

나이다[5]. ‘Hightech Strategy 2020’은 <표 3>과같이 5

개의 중점 활동영역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개의핵심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이가운데역사

적으로제조강국인독일이정보통신기술과제조업을융

합하여생산성과효율성을제고시킴으로써새로운산업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다.

<표 3> Hightech Strategy 2020
Five core
elements

10 Forward-looking projects

Climate·Ene
rgy

1. The CO2-neutral, energy-efficient,
climate-adapted city

2. Renewable resources as an alternative to oil
3. The intelligent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upply

Health·Nutr
ition

4. Treating illness more effectively with
individualised medicine

5. Better health via effective prevention and
healthy diets

6. Living an independent life well into old age
Mobility 7. Sustainable mobility

Security
8. Internet-based services for business and

industry
Communicat

ion
9. Secure identities
10. Industry 4.0

독일에서는 2005년과 2006년 당시 앞이 보이지 않았

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미래의 하이테크 기술전략

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이테크 기술전략은 에너지와

자원, 건강, 운송, 보안, 정보통신 영역에서 수립되었으

며, 정보통신영역에서하나의주제로제4차산업혁명이

연구되었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목표 두 가지를 세

웠다. 하나는기계설비부문에서누리고있는높은국제

경쟁력을 2025-2035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하나는자국의산업경쟁력을 높여독일내에스마

트공장을세움으로써고용창출의잠재력을높이는것이

다. 독일은미래에도제조분야에서선도적인위치를차

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제4

차산업혁명을시작한것이다. 특히독일은대기업중심

의 주도 방식이 아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많은 중

소기업의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SAP, SIEMENS, BOSCH, Deutsche

Telekom 등 독일에서 각 분야 최고의 기업과 산업단체

들이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구성하여 로봇, IoT 그

리고 CPS의 융합에 의한 개발 제조 유통 프로세스 전

체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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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접근 전략
미국은 민간 주도의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전략과 첨단제조업 진응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제조

파트너십’ 추진으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려고한다[6].

제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한미국의혁신전략은제

조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혁신전략은 국가

적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9개의 전략 분야를 제시하

고, 각 분야별로 비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강력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혁명을 선도할 생태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5]. 이들 9개 전략분야는 첨단제조, 정밀의

학,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첨단자동화,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 교육·우주기술,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 등의 분야이다. 미국형 제4차 산

업혁명의모델은산업혁명과인터넷혁명을융합하는신

산업혁명이라는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GE의 산업인터

넷이다. 이는 산업기기에 각종 센서를 장착하여 원격감

시는 물론, 가동상황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기기

의 성능 저하나 이상 등을 사전에 탐지하고, 부품의 교

환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제품 및 산업장비의

사고방지, 유지·관리의고도화, 운용의최적화를실현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이 제품판매

로끝나는것이아니라제품판매후유지·보수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계속적인 접점 확보를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

화를추진하는것이다. 미국에서는 IoT,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최적 연계를 통해 사물과 데이터의 융합을

실현하는 GE의 산업인터넷 전략이 미국 신산업혁명의

모델이되었다. GE의전략을바탕으로미국의 4차산업

혁명의 접근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림 1> New industrial revolution approach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축으로 인터넷 우위성을

최대한활용하고, 둘째, 제조업관련기업과인터넷기업

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한 처리를

통해 전 세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공장이나 설비를 제어하여 생산을 관리함으

로써미국주도의산업플랫폼과표준화를실현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이같은과정에서확보한글로벌디지

털산업플랫폼이전통산업과인터넷의융합을가속화하

여 정보혁명의 뒤를 잇는 신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장악

함으로써디지털패권국가로서의리더십을본격적으로

발휘하고자 한다.

2.3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
일본은범부처전략인 ‘신산업구조비전’을수립·추진

하고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구현을 위해 노력중

이다[6]. 또한일본은 2015년 1월에로봇혁명실현회의가

발표한로봇신전략으로 IoT와 CPS 시대의도래에대응

하고자한다. 즉, 산업현장에서창출되는방대한데이터

를 기반으로 진화된 로봇의 구동력을 산업과 연결시키

겠다는것이일본형신산업혁명이다. 이전략은센서, 인

공지능 등의 기술진보에 의하여 지금까지 위치를 부여

하지않았던사물까지로봇화하겠다는구상에서출발한

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 주택까지로봇으

로 간주하고, 제조현장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여국부를창출

하겠다는접근전략이다. 개정된 ‘일본재흥전략 2015’에

서 가장주목할부분은 IoT, 빅데이터및인공지능에의

한기술혁명이다. 하지만이런기술혁명이외에①미래

경제사회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데이터 활

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②인재육성·확보및고용시

스템의 유연성 향상, ③ 혁신·기술개발 가속화, ④ 금융

기능 강화, ⑤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촉진, ⑥ 제4차

산업혁명의기업(중소기업포함) 내파급, ⑦제4차산업

혁명을 향한 경제·사회시스템 고도화의 7가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한발 늦게 제4

차산업혁명에뛰어들었지만뛰어난기술기반과차원을

달리하는 거국적인 태세로 대응하고 있다. 2015년부터

는 민간주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국내외 기업이 IoT를

활용하는 미래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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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
중국은 최근 각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 특히 독일

‘Industry 4.0’의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제조대국에서 제

조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2015년 3월에 발표하는 등 정부주도로 제4차 산업혁명

에적극대응하고있다. ‘중국제조 2025’를좀더자세히

살펴보면, ‘5대 기본방침’과 ‘4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3단계 전략’에 의해 제조강국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5대 기본방침’은 ① 혁신의 추진 ② 품질 우선

③환경보전형발전④구조의최적화⑤인재중심을말

한다. ‘4대 기본원칙’은 ① 시장주도 및 정부유도, ② 현

실 입각 및 장기적인 관점, ③ 전체 추진 및 중점 돌파,

④자주적인발전및협력개발을중점내용으로하고있

다. 마지막으로제조강국건설을위한 3단계전략은 1단

계인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 2

단계인 2035년까지 전체 제조업을 세계 제조강국 대열

의중등수준으로향상, 그리고 3단계인신중국설립 100

주년이되는 2049년까지는제조업대국으로서의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종합실력을 세계 제조강국의 상위권

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중국정부주도하에자원통합을도모하며①제조업혁신

센터건설, ②지능형제조, ③공업기반강화, ④녹색제

조, ⑤ 첨단장비 혁신의 5대 추진전략을 통해 오랫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기초기술과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성취하고자 한다.

3.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 2016년 다보스포럼을

통해 전 세계적 화두로 등장하기 전에도 초연결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하원규·황성원(2011)은 저서에서

대한민국의신산업혁명전략프레임으로디지털행성시

대를 전망한 초연결 만물지능 기반 선도국가

‘A-Korea(Ambient Intelligence Korea)’를 제안했다[7].

‘A-Korea 전략’이란 디지털 행성시대를 사정권에 넣고

신문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ICT Korea로서의강점을극대화할수있는만물지능기

반 시스템으로 개조하자는 것이다. 또한 하원규·황성원

(2011)은 <표 4>에서와 같이 초연결 만물지능통신망,

초연결 만물지능산업, 초연결 만물지능인프라를 세계

최초 최고수준으로설계하여창조경제특구를중심으로

구축및운용하고, 이를세계최초로국가단위로적용한

후 그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3단계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4> A-Korea 발전단계와 전략
기반형성(~2017년)

도약단계(2018~20
20년)

성숙단계(202
0년~)

ICT

초연결
만물지능통신망
설계 및 선도망

구축

초연결
만물지능통신기
간망 완성

초연결
만물지능통신
공중망 완성

산업

초연결
만물지능산업
설계 및 거점
생태계 구축

초연결
만물지능산업의
도시 및 국가단위

전개

초연결
만물지능

산업의 글로벌
전개와 표준화

인프
라

초연결
만물지능인프라
설계 및 거점
생태계 구축

초연결
만물지능인프라
도시 및 국가단위

전개

초연결
만물지능인프
라의 글로벌
전개

중점
전략

전략설계와
선도적 구현

국가적 과제해결
인류의
과제해결

하지만우리나라는빠른연구에도불구하고제4차산

업혁명의 핵심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제조의

서비스화, 플랫폼생태계등산업구조변화에대비가미

흡한편이다[8]. 우리나라제4차산업혁명의기본방향은

기존의제조업에 IT·SW의융합으로융합신산업을창출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

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력

우위를확보해나가는것이다. 이에정부는기업이혁신

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과 IT가 생산방식, 제품,

비즈니스 등 모든 가치사슬(value chain)단계에 융합되

어 제조업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또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4대 추진방향과 13대 세부 추

진과제를 <표 5>에서와 같이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역할을 적극 추진해왔다[9].

<표 5>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주요 내용
4대 추진방향 13대 세부 추진과제

1.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②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③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④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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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를신설하였고, 제4차산업혁명대책을마련하여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신정부 들어서는 대

통령 직속 하에 총리급 민간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제4

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의·조

정하고 있다[10].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제4차산업혁명관련각부처별생행계획과주요정책

●제4차산업혁명의근간이되는과학기술발전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 전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

 
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품질경영

앞에서살펴본여러나라의전략은자국의사정에맞

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IoT, 인공지능 등

을이용하여물리적세계와디지털세계를 서로연계함

으로써 하나로 융합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다. 이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

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

조업의부활을실현하자는것이다. 나아가제조업의가치

사슬뿐만 아니라 금융(트레이딩, 포트폴리오, 투자자문),

유통(맞춤형 제안, 구매단순화), 의료(진단, 판독), 법률

(자료판독), 보안(지능형 감시) 등 다양한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자체를 최적화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융합의 시대에서는 고객의 기대

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슈밥(Schwab, 2016)의 주장대로, 개인고객(B2C)이

든기업고객(B2B)이든고객이디지털경제의중심이되

고있는 세상에서고객의기대는고객의경험으로재정

립되어야 한다[11]. 우리가 애플 제품을 경험한다는 것

은그제품을어떻게사용하느냐하는것뿐만아니라제

품의패키지, 브랜드가치, 구매과정및고객서비스등을

모두포함한다. 따라서애플은제품의경험을포함한고

객의기대를재정립하고있다. 우버의경우자동차를한

대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고객기대에 대한 요

구사항을충족시켜모빌리티(mobility) 시장에서강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AirB&B의 경우에도 호텔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호텔시장에서 강자로 떠올랐다. 이

러한 과정을 보면서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고 구현하는

방식또한기존의방식에서완전히 탈피할필요가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 다품종대량생산체제의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의 LS산전

청주공장, 디지털화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독일 지멘스

(Simens)의 암베르크 공장, 부엌가구 제조사인 노빌리

아(Nobilia), 아디다스의 스마트공장 등이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디다스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 생산공장

을갖고있으며, 약 100만 명의 노동자를고용하여매년

약 3억 100만켤레의신발을생산하고있었는데, 높은운

송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익률이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독일본사인근의도시인안스바흐(Ansbach)

에 구축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는

160명의 스태프와 6대의지능형로봇으로연간 50만켤

레의신발을생산할것으로예측한다. 이는단순히산술

적으로 계산했을때현재의총생산량은기존노동력의

1%수준인약 1만 명으로도생산이가능하다는것이다.

생산절차는 소재의 선택에서부터 운동화 제작까지

전 공정을 지능형 로봇이 진행하고, 생산직원은 소재를

로봇이 인식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지

능형 로봇과 CPS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현장에서의 생

산성 30% 증대 효과는 물론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최단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 신발끈, 깔창, 색상

2.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

①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② 30대 지능형 소재·부품 개발 및

사업화
③ 민간 R&D 및 실증 투자 촉진

3.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제조업
창업 활성화

② 지역 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③ 지역별 특화 스마트 신산업 육성

4.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기반 조성

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②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탬 개선
③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인력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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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5시간 안에 생산할 수도 있

다. 현재는 생산기지 대부분이 아시아에 위치하여 운송

시간에 제약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스피드 팩토리를

주요소비지역에구축하여공급망을단순화시킨다면빠

른생산과운송및저렴한생산가로소비자를더욱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피드 팩토리는 제조업 노동집약산업을 개발

도상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reshoring, 제조업의본국회귀를뜻함) 역할을함은물

론생산기지의 위치설정기준을인건비가 아닌마켓쉐

어(market share, 시장점유율)가 되게 하는 다품종대량

생산의패러다임 전환에견인차역할을할 것으로기대

된다.

 4.2 뿌리공정 스마트화 전략
우선 뿌리공정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

리, 열처리등기초공정을말하며, 이런뿌리공정을활용

또는 제공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한다. 이런 뿌리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강하며, 최종제품

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뿌리공

정은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등의전통적인산업의제

조과정에이용됨은물론로봇,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산

업 등 신산업의 제조 및 기술력을 뒷받침한다.

이에우리나라는뿌리산업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률」을 2011년 7월에 제정하고, 뿌리산업 전문기업 지

정, 자동화·첨단화 공정개선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

원등의육성정책을추진해왔다. 또한 2014년부터산업

통상자원부는제4차산업혁명에따른국내제조업의경

쟁력확보를위해 ‘제조업혁신 3.0 전략’의 구현을위한

핵심과제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의 보급 및 확산

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공장은제품의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서

비스 등 전사적 프로세스를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사이

버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

동화·정보화(디지털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

장처럼 연동되어 움직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인

터넷에 의한 소재, 제품, 기기의 지능화로 인해 과거의

경직된중앙집중식생산체계에서모듈단위의유연한분

산·자율제어 생산체계로 바뀐다는 점이다.

스마트공장의 제조단계별 역할을 살펴보면 <표 6>

과 같으며[12], 수명주기 동안인 기획·설계, 생산,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서 센서나 IoT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경쟁력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6> 스마트공장의 제조단계별 역할
기획·
설계

가상공간에서 제품을 제작 전에 성능을
모의실험함으로써 제작기간 단축 및 소비자 요구사항에

응하는 맞춤형 제품 개발

생산
설비-자재-관리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1개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생산 및 에너지·설비효율 제고

유통·
판매

생산 현황에 맞춘 실시간 자동 수·발주로 재고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품질·물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가능

국내 뿌리산업의 스마트공장 추진은 크게 공정자동

화[기존뿌리공정의개선(수작업공정, 재해유발공정, 환

경개선 등)이 목적임]와 공장스마트화[ICT의 도입으로

공정시스템(통신, DB, 공정제어 등)의 구축]의 두 분야

로나누어 2013년 19개사, 2014년 8개사, 2015년 19개사,

2016년 33개사(공정자동화 23개사, 공정스마트화 10개

사) 등을정부에서지원했다. 뿌리기업의규모별스마트

공장사업참여비율을보면규모가 상대적으로작은업

체는스마트공장도입률이낮은반면규모가큰업체는

도입률이 높다.

[사례 1] MES기반용접·접합공정스마트시스템구축

㈜한*의 전자사업부는 고객이주문하는사양에 의거

하여 전자 컨트롤러를 개발·생산하고 있다[13]. 기존에

는개발공정에서필수불가결하게개입되는사람에의한

수삽공정으로인해불량이발생했으므로이를근본적으

로차단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확보할필요가있

었다. 예를들어, 기존 시스템은문서형태의작업지도서

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수작업 스캔 과정에서 정보입력

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스캔(scan) 장비(스마트 센서)로

정보를입력하면서입력오류가대폭줄어들어생산성이

증대되고 가동률 향상으로 생산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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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생산현황을실시간으로집계·게시할수있는

시스템을갖춤으로써생산현황의실시간관리가가능해

졌다. 물론 스마트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IT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했다.

4.3 다품종소량생산체제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
㈜ID*는 CCTV와관련된 CCTV용네트워크카메라,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 등을제조하는회사이다. 생산라인당하루평

균 10회 이상 기종이 교체되며, 50대 미만의 로트가 전

체로트의 60%이상을차지하는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생산되는 제품의 H/W와 S/W는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되며, 구성품과 자재는 외부 공급사로

부터가공된형태또는상품으로공급받아㈜ID**의생

산기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및포장된다. ㈜ID**는 다

음의 4단계를 거쳐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14].

(1) 1단계: 데이터 수집/저장

데이터 수집/저장단계에서는 자재입고 실적 데이터,

생산실적데이터, 검사실적데이터, 생산작업현황데이

터, 제품출하실적데이터및웹기반데이터등을수집/

저장한다.

첫 번째의 자재입고 실적 데이터는 입고되는 자재의

포장외관에자재명, 수량등의자재정보가담긴바코드

가 라벨링되어 있으므로 입고 시 자재관리 담당자는 해

당 바코드를 PDA로 인식하여 실적을 디지털 데이터화

한다.

중요 자재에 일련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라벨에 인쇄

되어 부착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의 생산실적 데이터는

이 라벨을 스캐너로 인식하여 디지털 데이터화한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 생산실적 현황관리, 생산라인 편성 효

율관리, 제품추적관리, 기종교체업무효율화등에활용

된다.

세 번째로, ㈜ID** 제품의 기능검사는 각각의 제품

S/W내에삽입되어있는검사애플리케이션을통해내

부 전자신호를 감지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하는 자동검

사이다.

네번째로공정별로설치된 CCTV 카메라를통해작

업상황을 촬영하고, 생산실적 데이터 수집과 연계되어

스캔된 바코드정보가 삽입된영상이 저장(디지털데이

터화)된다. 생산작업 현황 데이터는 공정품질 개선, 재

작업 효율화, 증빙자료 제출 등에 활용된다.

다섯 번째로 제품박스 라벨에 인쇄된 제품정보가 담

긴 QR 코드 또는 바코드를 PDA로 인식하여 제품출하

실적을 디지털 데이터화한다. 제품출하 실적 데이터는

제품의선입선출관리, 제품재고관리, 오출하방지등에

활용된다.

(2) 2단계: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단계에는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제조실행시스템(MES) 및 공급망관리시스템 (SCM) 등

이 있다.

1)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인적/물적 자원을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업무에 맞게

분석절차를 프로그래밍하여 업무효율화를 꾀하는 정보

통신기술로 회계업무를 비롯한 생산의 자원관리 및 모

든 업무에 활용된다. 자재코드 부여, 공급처, 제조사, 자

재명, 구매관리자, 자재담당자 등 자재 관련 정보와

BOM (Bill Of Material), 제품명, 가격 등 제품 관련 정

보로구성되어생산계획수립, 자재구매및관리업무등

에 활용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인다.

2)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

생산/공정관리, 자재구매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앞의 1단계에서 수집·저장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되는 각종 관리 절차를 프로그

래밍하고, 이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만든 정보통신기술

솔루션이다. 반복적이고 장시간 소요되는 업무를 프로

그래밍하여 분석오류를 없애고 업무를 효율화시킨다.

3) 공급망관리시스템(Supply Chain Management,

SCM)

의사소통 결정, 품질관리, 자재구매관리 등 공급망관

리의효율화를위해공급사의MES솔루션과내부정보

통신기술 솔루션과의 연계/분석되는 각종 절차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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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하고, 실행이 용이하도록 구축한 정보통신기술

솔루션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의 핵심은 공급망 전체의

지능화이다.

(3) 3단계: 최적화 실행

최적화 실행단계에는 생산/공정관리 최적화, 품질관

리 최적화, 자재구매 및 관리 최적화 등이 있다.

1) 생산/공정관리 최적화

생산/공정관리 최적화를 위한 과제는 크게 라인밸런

싱(line balancing) 효율의 관리, 생산오류 방지, 품질실

패비용 절감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연속생산형태의제조공정을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여러생산라인간균형을최적화하는것

이 라인밸런싱효율(Line Balancing Efficiency, )의

관리이다. 따라서 제품개발 및 제조단계에서 라인/공정

별현실적인작업표준시간을산출하고양산단계에서라

인밸런싱효율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병목현상이 어디

에서왜생기는지규명함으로써지속적으로 개선및최

적화를 도모할 필요가있다. ㈜ID**는 낭비제거 솔루션

인 OTRS(Operating Time Research Software)를 활용

하여, 제품개발단계에서 파일럿 생산을 할 때 생산과정

을 녹화하고 동작분석을 하여 작업표준시간은 물론 라

인밸런싱효율을 도출한다.

2) 품질관리 최적화

품질관리최적화에는크게제품추적관리, 품질이력

관리및공유현실화, 샘플링검사의신뢰도향상의세가

지가 있다.

첫 번째, 품질이상 발생 시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제품 추적관리가 있다. 제품

추적관리는로트별생산/품질이력정보를디지털화하여

품질이상발생시그원인을신속하게추적하는것이핵

심이다. ㈜ID**는 품질이상 발생 시 MES를 활용하여

해당제품과관련된일련번호(생산오더, 제품코드, 자재

코드 등)의 조회를 통해 해당 제품의 각 생산공정별 작

업자및작업시간, 공정/출하검사품질이슈사항별조치

및개선사항등생산/품질이력정보를추적하고, 공정에

구축된㈜ID** 보안솔루션을활용하여생산과정녹화영

상을 분석함으로써 생산공정 중 발생한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품품질의 고도화를 위해 시기별(자재입

고, 생산, 출하)로 발생되는 품질이력의 관리 및 공유업

무의효율화및현실화이다. 품질이슈발생시개선요청

부서와 귀책부서또는공급사간의 의사소통은실시간

으로이루어져기록·저장되고, 제품과관련된모든품질

이력은 생산업무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에게 알기 쉽

게 노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ID**는 MES를 통해

시기별 발생되는 품질이슈 사항을 등록하여 귀책 부서/

공급사에 알린다.

세번째, 고객이요구하는품질수준을만족시키기위

한 샘플링검사의 신뢰도 향상이다. 여기서는 고객의 요

구사항이 반영된 검사기준의 수립과 로트의 불량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최적의 샘플링검사방법의 결정이 핵심

이다. ㈜ID**는MES를활용하여고객의요구사항을기

준으로 검사 현장에서 태블릿 PC로 검사를 진행하며,

제품/자재와 관련된 품질이슈 이력의 분석으로 선택적

집중검사를 할 수 있다.

3) 자재구매 및 관리 최적화

자재구매및관리에는자재미출관리, 부동/불용재고

관리, 공급망관리의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자재미출관리를위해서는영업오더접수시

재고부족 등으로발생되는문제자재의산출과해당자

재의입고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핵심이

다. ㈜ID**는 ERP와 MES를 활용하여 영업 오더별 문

제가 되는 자재를 도출하고, 생산계획에 따른 미출자재

의 실시간 입고현황을 현장에 위치한 모니터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두 번째, 다품종소량생산과 ‘짧은 제품수명으로 자재

의 수명 또한 단축되면서 발생되는 부동/불용 자재’의

재고관리이다. 여기에서는모델의단종계획을반영하여

해당 모델과 관련된 전용자재를 파악하여 관련 공급사

와 해당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공급망관리를 위해서는 공급자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호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

ID**는 공급사와 MES로 연결되어 자재의 단종시기와

과부족수량은물론해당자재의생산/품질정보를실시

간으로 공유한다. 공유정보를 통해 공급사는 자재의 생

산 및 재고관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ID**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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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자재의 생산 진척도와 공정 품질이력을 확인하

여 납기품질에 향상을 기할 수 있다.

(4) 4단계: 표준화

표준화단계에는설계변경내용표준화, 자재통합및

표준화, 아웃소싱(out-sourcing) JIT가 있다.

1) 설계변경 내용 표준화

고객의 요청, 품질의 개선, 원가절감 등의 사유로 제

품의설계변경이발생할수있다. 설계변경내용은전사

적으로많이활용되지만부서별문화차이 등에의해사

용하는용어가 서로달라의사소통에장애가되고업무

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 ㈜ID**는제품의구분용어를

표준화하고, 설계변경 입력을 수기입력이 아닌 선택형

자동입력방식으로하여의사소통의장애또는오입력으

로 인한 오류를 제거한다.

2) 자재통합 및 표준화

다품종소량생산은 관리대상 자재의 증가 및

MOQ(Minimum Order Quantity) 구매방식으로인해자

재를 과잉구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재고관리비용이 상

승할수있다. 이런위험을해결하기위해제품개발단계

에서 표준화된 자재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ID**는 ERP, MES 및WEB 서버의빅데이터등을활

용하여 관리대상 자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재를기능별, 외관별, 제조사별로통합한다. 자재의구

매방법별 단가를 비교하며 자재 활용방안의 다각화 등

을 통해 사용 자재 종수의 최소화 및 표준화를 기한다.

3) 아웃소싱(out-sourcing) JIT

다품종소량생산의자재관리비용상승위험을해결하

는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은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자재를 필요한 만큼만즉시공급받는 것이다. ㈜ID**는

제품의구성품인 매뉴얼과같은인쇄물에 대해외부인

쇄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생산기지 내 JIT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ID**는 설비를, 인쇄 전문업체는

기술력(전문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계획에 맞춰

원하는품질의인쇄물을필요수량만큼공급받아생산한

다(인쇄내용변경등다양한변화에도유연하게대처함).

4.4 GE의 프레딕스(Predix)
발명왕에디슨(T. Edison)이 1878년설립한전기조명

회사를 모체로성장한세계최대글로벌인프라기업인

GE(General Electric)는 전력, 발전기, 항공기엔진, 헬스

케어, 운송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GE가 더

이상 제조기업이 아니고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했다. GE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산업용 장비나 설비부품 등을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는데, 이런 분야는 레드오션

(red ocean)으로전세계유수기업들과경쟁이치열하여

당연히 원가절감도 쉽지 않았고 수익성 또한 낮았다.

GE에서 기존의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

고기술책임자)라면 당연히 해당 분야인 기계, 전기, 의

학 기술에전문성을가진사람이맡았지만지금은데이

터과학과프로그래밍에정통하고컴퓨터나 DB 아키텍

처에정통한사람이맡는다. CTO는향후기술개발을리

드하는사람인데여기에 ICT 전문가를임명했다는것은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GE는 정통적인 기술제조기업이

아니고 ICT 전문기업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제트엔진을 생산하는 GE 항공에서는 근래에 중동과

아시아 특정 구간을 운항하는 제트엔진이 다른 노선의

같은 기종의 엔진과 성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담당 팀은 제트엔진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

를 분석했고, 엔진의 마모패턴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

는엔진과다르다는것을찾아냈다. 그원인을파악하기

위해 제트엔진이 장착된 비행기가 운항되는 해당 지역

의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의 질, 기상조건, 파일럿의 운항

습관 등을 파악하여 엔진성능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결과발생한원인을찾아관리방안을수립

했다.

이들이이런성과를올릴수있었던것은 GE의 프레

딕스(Predix) 덕분이었다. GE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빅

데이터를처리하는강력하고새로운소프트웨어플랫폼

인 프레딕스는 산업인터넷 기술로 사람(man)과 데이터

(data) 및 기계(machine)를 서로 연결시킨다. 현재 매우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GE의 프레딕스를 이용하

고 있으며, 약 2만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GE에서

일하고 있다.

GE가 프레딕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한 이유는 GE가



Quality management direc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

생산하여판매하는제품들에데이터를수집하는센서를

장착[GE에서는 이것을 산업인터넷(Industrial IoT,

IIoT)이라고부름]하고, 이것들을무선네트워크를통해

본사데이터센터로전송하여빅데이터를분석하고가공

하여높은부가가치를가진통계적결과물로만들어고

객에게제공함으로써경쟁사와차별성을높이고시장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프레딕스는 모든 데이터와의 접속

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고, 사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

을더넓혔으며, 앱(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빅데이터

를 분석하고 원격기계를 모니터링하며, 기계와 사람 또

는 기계와 기계 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프레딕스는 장비나 부품을 언제 교환하고 정비해야

하는지고객들에게미리알려주어고장을 사전에예방

하고, 장비나 부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이나

환경을 찾아내어, 그런 상태에서 가동함으로써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돕는다.

<그림 2> GE의 산업인터넷 플랫폼 프레딕스 아키텍쳐

프레딕스아키텍처는 <그림 2>와같으며크게세가

지 영역으로 구분된다[10].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레딕

스 머신’과데이터를관리하고분석하는 ‘프레딕스클라

우드’, 마지막으로이를현장사용자가업무에적용할수

있도록하는 ‘사용자 UI 및모바일앱’의 영역이다. 첫번

째 요소인 프레딕스 머신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형태의

OT(Operational Technology, 운영기술)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여 IT 데이터로 변환하고 ‘프레딕스 클라우드’로

전송한다. 현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에지(edge) 컴퓨팅 기능이

강화되고있다. 두번째요소인프레딕스클라우드는산

업데이터를 클라우드 파운드리(cloud foundry) 기반으

로 보관하고, 이 데이터를 관리 및 분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산업용 마이크로 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한다. 산업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특화된 산업용 마이크로 서비스는 GE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

으며, GE의 검증된 파트너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하

고있다. 세번째요소인사용자 UI 및모바일앱에서는

클라우드의분석결과가사용자경험에입각하여디자인

되며, 산업현장의 설비나 공장운영자, 그리고 비즈니스

유저가 다양한모발일기기에서도 업무에활용할수있

도록 하고 있다.

GE의 프레딕스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렇게

하는이유는프레딕스의사용자들을광범위하게확산시

키고다양한기능과성능을가진앱을개발하여강력하

고도 독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경쟁사가 감히 따라올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GE의 ICT 기업으로의 변신은

다른 제조기업들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어느 기업이든

이제단순제조에머물지말고고객으로부터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접목하고, 이것을 자생적

이고 지속적인 생태계인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기업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GE와같이빅데이터를분석하여품질을향상시키고,

나아가조직이자산(asset)을 인식하고운영하는방식에

변화를 추구한 예는 여럿 있다. 테슬라(Tesla)는

OTA(Over The Air, 무선) 소프트웨어업데이트프로그

램과제품(자동차)의연결성을활용해제품구매후제품

의가치가하락하기보다는오히려 향상될수있다고한

다[15]. GE의경우항공기엔진결함을조종사보다항공

사의 통제센터가 먼저 발견하여(프렉딕스가 결함의 가

능성을먼저파악하여통제센터에알릴수있음) 비행기

가목적지에착륙하기도전에미리 정비팀을가동할수

있다. SAP 기업의경우농업용제품에서얻은데이터를

기계의가동시간과이용률을높이는데활용할수있다.

장거리 주행 트럭회사의 경우 주기적으로 새 타이어를

구매하는것보다 1,000Km 도로주행을기준으로타이어

제조업자에게돈을지불하는제안에 더관심이있을수

있다. 왜냐하면 센서와 데이터 분석의 결합으로 타이어

회사는 트럭운전자의 운전스타일, 연료소비, 타이어 마

모상태등을관찰해처음부터끝까지(end-to-end) 완벽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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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추후 연구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4차산업혁명이라는화두가세상에던져

진 이후 세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혁명을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공간 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 희석되어융

합의시대가되어사이버물리체계가형성되기에이르렀

다. 사이버물리체계가 형성되게 한 동인(driver)으로는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계 주요국들의 제4차 산

업혁명 전략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제4차 산업혁명을

‘하이테크 2020전략’에서 제조업 생산체계와 ICT 융합

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프로젝트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주도의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전략과첨단제조업진흥을위한 ‘첨

단제조 파트너십’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실행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범부처 전략인 ‘신산업구조 비전’의

수립및추진과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구현을위

해노력중이며로봇, 센서, 바이오기술및나노기술등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와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다보스포럼 이전인 2011년에 몇

몇연구자들이디지털행성시대에선도국가로발돋움하

기 위해 대한민국을 만물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개조하

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어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가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내세워스마트생산방식확

산, 신산업창출 등에힘써왔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의 핵심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초연결사회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품질경영은 제

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제조업의가치사슬뿐만아니라금융, 유통,

의료, 법률,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

시켜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자체를 최적화 시키는 것

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스

마트공장 구축, 뿌리공정 스마트화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GE의 프레딕스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이어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좋은 예

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관련하여 품질경영의 측면에서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여럿 있다. 인간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직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기계가언제고장날것인지 직관적으로판단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의사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하지

만 요즘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는 데이터의 손쉬운 전

송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경제적인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 활동을펼칠수있다. 이런예지정비활동

은빅데이터시대로대변되는정형 및비정형의데이터

가 축적될수록 올바른 통계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면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개별 맞춤형 일을

하도록해야한다. 감기약을먹어도누가나똑같은감기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건강상태, 나이, 병력 등

을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 감기약을 먹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품질경영 면에서도, 예를 들어 누구나 똑같

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취향, 경제적 여

건등을 고려하여개별맞춤형자동차를실시간으로구

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맞춤형 자

동차는 플랫폼 조직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산업의플랫폼화가진행되면서제조업의

서비스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16]. 여기서서비스화

는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스화

(servicification)가 있고, 제품 판매 대신에 제품을 대여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sevitization)이 있다. 전자는 기업에서 또 다른 자원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기업은 수요자와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후자는 본격적인 플랫폼 기업

으로의 전환하여, 제품을 대여하고 스스로 관리하면서

해당기업의데이터를확보하여맞춤형서비스를해주게

된다. 기업이지금까지품질이좋은제품을제조하여경

쟁력을 확보했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어느 방

향으로 서비스화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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