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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스마트 솔루션:  
공장을 엔터프라이즈에 연결 
Cisco Manufacturing 백서

제조 혁명에 대한 대비

세계의 제조 산업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의 세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진척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General Motors에서 Caterpillar, 삼성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산업체는 전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시간대와 대륙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 운영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글로벌 경쟁에 새로운 면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주간지에서 “제 3의 산업혁명(Third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터넷 기반 제조 네트워크가 공장 현장과 엔터프라이즈 기반 시스템 그리고 의사 
결정권자를 한 곳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빌어 IDC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빅 
데이터 분석, 소셜 비즈니스 솔루션 및 모빌리티를 단일 솔루션으로 묶는 "제 3의 생산성 플랫폼(Third 
Productivity Platform)"이 생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존의 구분되어 있는 제조 및 비즈니스 
분야를 실질적으로 통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혁명적인” 변화에 따라, 더 많은 기계에 클라우드와 연결된 센서를 장착하게 되면서  기계와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 사이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림 1). 그에 따라 공급망의 “추적 
용이성”을 높이는 것부터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연결된 자동차가 이를 운전자 및 서비스 센터에 
알리는 것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 1. 연결된 기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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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혁명으로 인해 공장 현장 및 비즈니스, 그리고 제조업체 주변 에코시스템 간의 연결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하청 제조업체와 본사 엔지니어, 관리자, 임원 간의 협업도 긴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본적인 동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이 통합된 
보안 네트워킹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장 현장을 제조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 계약업체, 그리고 기타 공장 및 공급망 같은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해 
줍니다. Aberdeen Group에 따르면 제조업체 임원 중 70%는 운영 및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공장 현장의 머신에서 데이터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장 현장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네트워크 통합 및 연결 덕분에 제조업체는 수십 년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복적인 공급망 방해 요인을 없애고, 숙련된 직원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고,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통합 네트워크의 대두 
오늘날의 제조 업계에서는 “통합 혁명”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통합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및 혁신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혁명은 
공장 시스템을 자동차의 방대한 네트워크인 공급업체, 엔지니어 및 판매자와 연결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입니다. 이 모델을 채택한 업체들은 가동 중단 시간이 줄어들고, 신제품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OEE(전체적인 장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CPG(Consumer Packaged Goods) 산업에서는 최상위 기업들이 통합형 및 인터넷 연결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관측자들은 이것을 린 제조를 이후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CPG 기업들은 
통합형 제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공장 전반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높임으로써 가동 중단 
시간을 낮추고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신속하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업데이트 정보 및 알림을 전송하는 센서를 라인에 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통합이 공장 현장의 “리틀 m” 세계를 공장 바깥의 “빅 M” 세계와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검증되고 안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상호 
운용성 및 사이버 방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모델들의 강점을 뒷받침합니다. 대개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이 대시보드에서 결합됩니다. 즉, 개별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안전한 
단일 보기에 통합된 공장 및 비즈니스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린(Lean) 이후의 패러다임은 공급자에서 제조 공장을 통해 유통 체널로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조기업(빅 M) 전반의 실시간 정보의 
유효성 및 활용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그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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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업무의 원동력: Cisco의 산업용 스마트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 혁신적인 일련의 통합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최고급 통합 제조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안전하고 지능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는 Cisco를 택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인 Cisco는 공장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시스템과 연결하고 생산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이라는 검증된 IP 네트워킹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방대한 공급업체 및 파트너 솔루션 에코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엄격한 지침과 검증된 네트워크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점도 제조업체들이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그림 3). CPwE(Converged Plantwide 
Ethernet)로 알려진 Cisco와 Rockwell Automation의 공동 아키텍처로부터 파생된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견고한 산업용 이더넷 및 기업 네트워크를 위한 공통 아키텍처

• 표준 기반의 산업용 IP 이더넷 스위칭 및 보안 서비스

•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실시간 성능 예측 기능과 원격 액세스를 갖춘 산업 플랫폼에 제공되는 Cisco 
엔터프라이즈 수준 기술

• 신속한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네트워크 보안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별 산업 네트워크에 필요한 
미묘한 설계 차이를 수용하는 오픈 표준 기반의 검증되고 문서화된 아키텍처 지침

• 통합된 Cisco 및 파트너 솔루션과 로드맵   즉,   통합된 공장 현장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에코시스템

• 라이프사이클 서비스, 5년 제품 보증,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 지원 옵션 등 포괄적인 지원 
및 서비스 네트워크

미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간 인터넷)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시장 조사자들은 내장된 인텔리전스가 인터넷을 통해 수십 억 가지의 사물을 
연결하는 현상인 "Internet of Things"의 등장을 확인해 왔습니다(그림 2). 오늘날에는 20%가 넘는 
인터넷 트래픽이 컴퓨팅 장치가 아닌 곳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경에는 
500억 개 정도의 머신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은 
기업이 인텔리전트 머신 네트워크의 증가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림 2. Internet of Things



4   © 2013 Cisco 및/또는 계열사.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백서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의 이점 
통합은 제조업체의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의 경우, 제조 
회사들은 노동 생산성 및 협업 향상부터 전체적인 장비 효율성 증가,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긍정적인 
고객 경험 등 다양한 이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Cisco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시 시간 단축 
통합형 산업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제조업체는 공장 시스템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흐름을 열어두면서 다양한 이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격리 상태가 없어짐으로써 
현장과 비즈니스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D 부서는 이제 제조 계획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신제품 도입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관리자와 엔지니어가 변화하는 생산 요건, 운영 문제 및 시장 시나리오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공급망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사적 의사 결정 엔진”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탁월한 운영, 생산성 향상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은 대개 센서와 작동기가 내장되어 있고, “자가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람의 관여 없이 다른 기계와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운영 자산을 보유하도록 
촉진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머신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운영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유지 보수 필요성을 알립니다(“고장 해결” 모델에서 “고장 나기 이전에 
해결” 모델로 전환). 결과적으로 장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동 중단 시간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편,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네트워크 간에 통신하는 장치들을 사용하는 사전 예방적 유지 보수 
프로그램 덕분에 자동으로 비용도 예측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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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 위험 감소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조업체들이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검증된 아키텍처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 우발적인 정보 위반에 대한 최고의 방어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Cisco는 현재 NASDAQ, 그리고 소비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타 
금융 회사에서부터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격 및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액세스 관리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보안 보호가 산업 
환경에서도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보건 및 환경용 
가스 생산업체인 Air Liquide의 국내 공급 및 파이프라인 운영 책임자인 Charles Harper는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사이버 위협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우리 팀은 산업 네트워크 전반에 침입 방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 4에는 Industrial Smart Solution에 
내장된 다양한 보안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4.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 보안 포트폴리오

글로벌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 가치 확장

Cisco 통합 산업 플랫폼은 Rockwell Automation, Honeywell, Emerson 등 선도적인 공급업체들의 
다양한 제조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Industrial Smart Solution 아키텍처는 
이러한 파트너 솔루션과 통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제조업체는 업계별 애플리케이션과 Cisco
의 통합 네트워크 기술 및 라이프사이클 서비스가 통합된 완벽한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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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o Platinum의 소유 비용은 Cisco를 구축한 이후로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시스템 및 지원 가용성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가시성과 보고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heo van Staden, Anglo Platinum, 인프라 책임자(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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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혁신의 문화 촉진

혁신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운영 부문, 그리고    그 속에 
격리되어 있는 데이터  간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협업을 촉진하고 창조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긴밀하게 통합된 Industrial Smart Solution의 가장 중요한 부산물 중 하나는 
바로 공장 현장 엔지니어부터 원격 전문가, 파트너 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작업자 그룹 간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Cisco 플랫폼을 사용하여 
센서로 작동하고 네트워크를 인식하는 장치가 통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기능 중에서도 이 솔루션은 미리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알림을 보내고, 적절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업 및 문제 해결 세션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사물 간 인터넷 활용 
앞으로 제조업체들이 최신 세대의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물 간 인터넷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센서가 내장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머신이 점점 흔해질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고, 좀 더 정교한 맞춤형 
제품을 설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 산업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세대 네트워킹 및 분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을 설계한 목적입니다.

주도권 확보

오늘날의 제조업체들은 점점 빨라지고 상호 연결되는 모바일 시장에 합당한 기술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공장과 비즈니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제조 운영 방식의 초기 기술 아키텍처는 
빠른 속도로 시대에 뒤쳐지고 있으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지향하는 제조업체들은 
공장 현장을 비즈니스 시스템과 안전하게 통합하고, 파트너 솔루션에 원활하게 연결하고, 사물 간 
인터넷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지능형 머신 및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할수록 더 좋다

•  8  (99.91%  )
•       11% 
• 90%  OEE(   )
• 25%     

  
20%

67%

67% Converged Industrial Ethernet Adoption Rate

Middle 50%

Bottom 30%

• Downtime: 36 hours/year
• OEE: 80%

• Downtime: 135 hours/year
• OEE: 60%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점은 기존 Cisco 제품 라인의 품질에 
대한 명성입니다. 이 회사는 20년 이상 제품의 하드웨어 제조에 
깊숙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공장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gazine,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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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은 이러한 통합 환경에서 제조업체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솔루션은 제조업체에 향상된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공장, 장비 및 공급망 
전반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과 원격 리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최소한 
Industrial Smart Solution은 모든 통합 네트워크에서 탁월한 산업 보안 및 위협 방지를 제공합니다. 

사전 테스트를 통과하고 검증된 설계 덕분에, 경쟁력을 높이려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파트너 솔루션 에코시스템에 곧바로 
연결되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다목적 산업 플랫폼의 토대를 형성하는 아키텍처이기도 합니다. 통합 
세상에서 Cisco는 제조업체가 미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네트워크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www.cisco.com/go/industrial을 방문하십시오.

Industrial Smart Solution 사용 예
• 스마트 어셈블리: 제조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간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들 중 다수가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지능형 
네트워크는 시스템과 파트너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허용함으로써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공장 
현장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정확성, 탄력성,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가시적 공장: 제조업체들은 장비 성능, 리소스 요건, 보안 위협에 대해 좀 더 높은 가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을 통해 회사는 여러 공장 환경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 안전, 자산 투자 수익이 향상됩니다.

• 차체-페인트-파워트레인-어셈블리 공장: 차량 제조업체는 신규 모델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전체 어셈블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Cisco Smart Business Architecture를 활용하여 공용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함으로써 공장 내, 그리고 공장 간에 유연성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 방어를 
간소화합니다. 

• 공장 전반의 가시성: 전 세계 곳곳에 생산 현장을 두고 있는 제조 기업들은 리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통합된 생산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 생산 데이터와 통합하므로, 보다 빠른 정보 흐름,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 및 향상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통합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isco의 통합 네트워크는 에너지 및 IT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실시간 
에너지 지표를 수집하므로 기업은 에너지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알람 및 이벤트 해결: 라인에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실시간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공장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isco Industrial Smart Solution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오픈 
표준을 구축하여 오작동이 발생하는 즉시 감지하거나 종종 발생하기 이전에도 감지하는 센서 
수준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으므로, OEE(전체적인 장비 효율성)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