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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의 제조 및 조립 산업의 큰 흐름은 

PLM 등의 IT 기술을 융합한 첨단 IT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IT 산업과 제조 

산업은 서로 손을 잡고 각 공정의 설비 혹은 

분야에 따라 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운용 조건을 찾아 산업에 적용하고  

이를 범용화 하여 수익성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각 

공정이 하나의 단위 모듈로 구분이 되는 조립 

산업과 달리 철강 산업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 산업으로 그 근간이 

달라 철강 산업은 아직까지 조립 산업에 

비하여 IT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철강 산업의 IT 융합 시도는 각 필요 공정에 

맞게 특화된 In-House 시뮬레이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각 시뮬레이션간의 I/F 

어려움으로 인해 각 시뮬레이션 간의 연계 및 

통합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1)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생성된 CAD, CAE, 

PDM, PLM 등의 데이터를 개방형 플랫폼의 

개발 및 표준 데이터 스키마를 통한 

데이터간의 공유를 통해 가상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해석 결과를 통합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의 개발과 각 설비 및 공정간에 

모델의 공유를 통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며 Prototype 시스템 구현을 

통한 개방형 플랫폼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 가상 공장 개념 
 

가상 공장은 시공간, 비용의 제약이 없이 

가상 환경에서 조업, 생산검증,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여 신속한 제품 개발, 생산 및 

품질향상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가상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Virtual Reality, 

Digital Clone Factory, Validation and Verification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가상 공장은 실시간 가상 조업, 설비 

설계 및 수리, 사전 시뮬레이션, 홍보, 교육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철강 산업에서의 가상 

공장은 3D 가상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가상 설비 또는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설비의 성능 평가 및 제어 S/W 의 검증 등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철강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고비용의 테스트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가상 

공장의 목적이 제품 설계 및 조립에 특화된 

자동차 및 항공 산업과 달리 철강 공정은 

도메인의 특성상 조립산업에서 사용하는 가상 

엔지니어링 솔루션들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연속 공정의 

특징을 가진 철강 산업에 맞는 가상 

엔지니어링 솔루션 및 기존의 PLM, PDM 과 

다른 새로운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가상공장 솔루션 구현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에 관
한 연구 (철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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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 플랫폼 설계 
 

조립 산업에서는 가상 공장 솔루션 구축을 

위해 CAx, PDM,  PLM 등의 상용 솔루션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4) 하지만 산재해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면 각 솔루션간의 

협업 및 상호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여 문재를 

해결하는 시간보다 각 솔루션간의 통합을 위한 

시간의 소모가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립 산업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으며 일부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철강 산업에도 

가상 공장 솔루션 구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으로 개방형 플랫폼 

설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생성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표준 데이터 

스키마를 통해 저장되고 가상 공장 솔루션 

안에서 운용되어 통합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가상 공장 솔루션의 개방형 

플랫폼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Fig.1 과 

같은 Prototype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각 시뮬레이터 데이터 간의 연계를 확인하였다.  

 

 

Fig. 1 Implementation of Prototype system – 

Dynamics between equipment and products 

 

4. 결론 
 

연속 흐름 공정인 철강 산업에 맞는 가상 

공장 솔루션 구현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철강 도메인에 맞는 가상 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의 검증을 위해 Prototype 시스템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간의 통합 환경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를 더 연구 

보완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통합을 연구 

수행한다면 철강 산업에 특화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 및 구현하여 실 공장에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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