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의디지털전환

- 스마트팩토리의미래를경험하다!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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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스마트제조혁신센터 (SMIC) 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손병훈센터장

–스마트팩토리 e-F@ctory Model Line 
소개
한국미쓰비시전기이대영팀장

–스마트팩토리 e-F@ctory에적용된 PTC 
기술소개

PTC Korea 김용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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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센터 (SMIC)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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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최고의 공급 기업들과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Enable 기술들을 검증 및 테스트 하고 제조업에 필요한 스마트
공장 레퍼런스를 공유

- 인력양성, 기술자문 및 솔루션 제공 등을 수행

-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미래형 국가 산단으로 혁신을 지원
하는 본부

- SMIC의 운영 노하우 및 IIOT,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동
남권 정밀기계•항공•방산 기업들과 공동 R&D를 수행

스마트제조혁신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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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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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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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창원



88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역할



99

SMIC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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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디지털化 지능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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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s Innovation Process



1212

SMIC’s Inno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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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s Inno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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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s Inno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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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s Inno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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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공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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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공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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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e-F@ctory Model Lin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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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인 스마트화의 추진~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Korea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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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 

IT
FA

IT와 FA의 세계를 연결

생산현장의 「가시화」 「분석」 「개선」에 의한 기업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③일차처리한 결과나
IT시스템으로 분석・해석
결과를 생산현장에 피드백

②수집한 데이터를 일차처리
또는, 의미있는 데이터를
IT시스템으로 송신

①생산현장의 데이터를 수집

診える化 개선

観える化 분석

見える化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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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미쓰비시전기 FA기기와 접속 친화성이 높은 소프트웨어ㆍ기기를
보유한 파트너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SI파트너사와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 프로그램

참가기업

 소프트웨어 파트너（약200사）
 SI 파트너（약350사）
 기기 파트너（약150사）

시스템 도입실적

주요 납입 분야
(자동차・반도체・정밀기기・식품・금속가공등)

10,000건 이상

약700사

※2019년 7월 시점

소프트웨어
파트너
연계

기기
파트너
연계

SI
파트너
연계

Simulation SCM ERP

SCADA CAD CAM

Edge Computing 제품군

컨트롤러
제품군

구동
제품군

에너지절약
제품군

메카트로닉스
제품군

Edge Computing
MELIPC

e-F@ctory Alliance 파트너회
한국 이외에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타이, 
인도에서 발족

※2019년 7월 시점

※2019년 7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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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Manufacturing

OPEN :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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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최신 FA・ICT 기술과 Edgecomputing을 축으로 한 스마트제조 모델공장
 FA기술과 ICT기술의 활용으로 단계적인 스마트화의 추진을 제안 (Step by Step)
 스마트공장이란? (Smart Factory)
• FA-IT연계에 의한 변종・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 가장 합리적인 조정・제어가 가능한 제조

(Flexible Manufacturing)
• AI에 의한 예지보전 (AI Predict)

Technical Mapping Edge computing

Security
FA기술

Big Data

A
I

Edge
comput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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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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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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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연대기술
● 생산현장과 IT시스템을 간단하게 접속하는 기술
●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일차처리하여,
의미있는 데이터로 정형화하는 기술

산업용
네트워크 기술

● 생산현장에서 대량 데이터를 고속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네트워크 기술

● FA와 IT의 융합, 다른 네트워크의 혼재

제어기술
●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기술
● 센서 및 대량의 센서를 제어하여,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데이터분석기술 ● 생산설비에 적용 가능한 컴팩트화한 AI기술
● 생산현장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분석 소프트웨어

[Edge computing]

[차세대 산업용네트워크]

[산업용로보트][PLC]

[iQ Edgecross]

Technology

ConsultSoftware Devic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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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Solution

CUSTOMIZATION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연한 다품종 생산이 가능

FLEXIBLE MANUFACTURING
실시간 작업 감시를 통한 유연한 생산에 대응

TRACEABILITY
제조이력과 과정을 실시간 파악

REMOTE MANAGEMENT
원격관리를 통한 제조라인 효율성의 극대화

ENERGY MANAGEMENT
에너지 관리를 통한 원가 저감 및 예방보전

QUALITY MANAGEMENT
생산중의 품질 데이터를 감시/분석

ROBOTICS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보증

BIG DATA
제조 전반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진단, Feedback을 실현

AI
과거 데이터의 학습과 현장 데이터의 즉각적인 진단/피드백에 의한 예방보전

EDGE COMPUTING
제조현장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화와 피드백에 의한 유연생산/자율제조/AI예방보전 실현

TROUBLE SHOOTING
예기치 않은 라인정지의 신속한 복구



28

견학안내

개관시간 :
공 휴 일 :
예 약:

10:00 ~ 18:00 (입장마감 17:00)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 / 기타 유지보수로 휴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본 Model Line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견학 신청은 하단(견학신청)을 참조하세요.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 12로 17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F
https://www.demo-factory.kr/ TEL: 031-498-7161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쇼룸코너에서 신청 부탁 드립니다.
http://kr.mitsubishielectric.com/fa/kr

버스) 
지하철 4호선 안산역 탑승 –
20-1번, 511번(약 20분 소요) – 백산철강 하차 – 도보 약

15분
택시)
시흥종합터미널: 약 15분 소요 (6Km)
4호선 안산역: 약 18분 소요 (7.5Km)

*주차 불가

Lets meet tomorrow’s 
challenge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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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에대해…

IoT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도입전, 다시한번목적과최적의수단의확인을！

목적
은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Core Competence
(경쟁력의 원천)는 무엇인가? 

1 2 3

효율의 향상?
품질의 향상?
비용의 삭감?

고객?
자기자신?
공급자?

성능?
가격?
납기?

에너지 절약?
지명도 상승?

해결 가능성?
브랜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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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e-F@ctory에적용된 PTC 
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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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ctory 에적용된 PTC 플랫폼 &기술

Connected 
Work 
Cell

Smart
Connected 
Operation

Expert 
Knowledge 

Capture

Kepware Server

e-F@ctory Model Line
설비자산연결,
제조운영시스템

인력자원생산성최적화를
위한 전문가지식캡처

인력자원생산성최적화를위한
Connected Work Cell

모델라인설비데이터수집/
디지털성과관리/
자산상태모니터링 + 제조실행

모델라인설비 연결
(양방향데이터송수신)

공간트레킹기술을사용한
증강현실사용자경험제공

미쓰비시스마트워크네비게이터
설비전문가의작업과정을
캡처하고현장인력의작업을
가이드

연결된키팅시스템,
전동드라이버와 상호동작하는
증강현실기반작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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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설비

e-F@ctory Model Line 제조운영시스템

AR Technology
공간트레킹기술을사용한

라인전체에증강현실사용자경험제공

IIoT Platform & 제조 Apps

Industrial Connectivity

공간정보인식

디지털성과관리

증강현실기술을사용하여
공장라인전체를인식하고각설비가동정보등표시

Smart
Connected
Operation

Kitting/협
동로봇

공정간
반송
AVG

레이저
가공

NC 
가공

반송
AVG

반송
로봇

조립
로봇1~3

검사
로봇

포장
로봇 출하

Master PLC

Kepware Server 공정설비인터페이스-Mitsubishi PLC Protocol Driver

ThingWorx의 설비인터페이스 기술, 데이터모델, 
데이터처리, 매시업기술과플랫폼에서제공하고있는
Manufacturing Apps로제조운영효율달성을가속화
할수있습니다.

즉시사용가능한 150+ Industrial Driver /300+ 
Industrial Protocol 제공

1800개 이상의공장에서운영

60%이상의 증강현실시장점유

설비자산
상태관제 제조실행디지털성과

관리

실시간데이터수집/처리
IoT 데이터모델링/ 분석 / 자동화 / 앱빌드IoT 

기반기술

제조 Apps

설비효율목표 VS
실시간설비종합효율관제

설비자산상태관제

실시간자산/라인 상태와
가용성관리

제조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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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ctory Model Line 제조운영시스템시연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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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생산성최적화를위한 전문가지식캡처

Expert 
Knowledge 

Capture

미쓰비시스마트워크네비게이터에 구성된퍼즐조립작업절차를캡처, 작업절차
편집과 , 작업절차를 보고작업을수행하는데모제공

Vuforia Expert Capture를통해신규도입장비사용
오리엔테이션과정으로전문가의작업과정을다양한포맷으로
캡처/편집하여 디지털매뉴얼작업절차를간소화합니다

VIDEOS 
& PHOTOS STEPS LOCATIONSBOOK-

MARKSAUDITORY

전문지식캡처

1

전문지식편집

2

전문지식경험3

RealWear H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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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생산성최적화를위한 전문가지식캡처

VIDEOS 
& PHOTOS STEPS LOCATIONSBOOK-

MARKSAUDITORY

전문지식편집

2

전문지식경험3
전문지식캡처

1

전문가의
시각과음성으로
작업절차캡처

전문가의시각과
음성으로

작업절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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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생산성최적화를위한 Connected Work Cell

Connected 
Work 
Cell

전동드라이버와 Kitting System과연결된 AR기반작업치침에따라작업에맞는전동
드라이버와 Kitting System이동작하게하는 AR기반 Connected Cell 컨셉데모제공

Thingworx와 Vuforia 기술을통해제조회사가통합된 IT-OT 데이터를
작업자에게효과적으로제공하고, 제조시스템과연결을통한작업진행으로
현장작업자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합니다.

전동드라이버, Kitting
System과양방향연결

작업절차를증강현실
경험콘텐트로제작

증강현실콘텐트의
가이드를받아서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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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X Mitsubishi의상호보완적인제품구성으로협력

PLM ConnectivityAugmented
Reality

Industry-specific 
MES

Analytics Automation

X

Complementary 
Product

Smart Connected Operations Factory Automation
Perfectly Aligned 
Focus

Analytics
CAD/PLM ConnectivityAugmented

Reality
IoT Edge 

Commuting
Industrial 
Controller

Mechatronics , 
Sensors, Network

Complementary 
Area

Industrial Connectivity

제조운영서비스데이터모델

제조운영 App 빌드

증강현실경험

예지분석

제품데이터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Technology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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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tour 소개

Model Line 소개

1.

2.

3.

4.

5.

Event Agenda

스마트제조혁신센터소개

스마트팩토리구축을위한미쓰비시전기
제품/기술소개

스마트팩토리구축을위한 PTC 제품/기술소개

데모투어

5월

6월

31 1 2 3 4 5 6

24 25 26 27 28 29 3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매주화요일
오전/오후세션진행(총 10회진행)

※ 본이벤트와별도로일반적인 Demo Tour는 계속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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