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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제조 기업들은 제품 전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 지능화된 
제조 환경 구축 등과 같은 도전 이슈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기업들은 제조 현장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구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도구나 방법론이 필요 하지만 ICT 적용 
사례나 관련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중심적인 구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CT 기반의 미래형 공장 u-Factory [1] 
(혹은 smart factory) 의 개념을 산업체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한다.  

u-Factory 에서는 다양한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 및 정보들이 
교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u-
Factory 에서는 서비스가 구현 방법론이나 
플랫폼에 관계없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 간의 정보 교환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u-
Factory 의 정보 교환 메커니즘 구현을 위하여 
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2]를 적용 
한다. 

 
2. 유비쿼터스 팩토리의 기능 아키텍처  

 
[1]에서 제시된 u-Factory 의 기능 

아키텍처는 Fig. 1 과 같다. 물리적 제조현장에 
존재하는 제품, 리소스, 그리고 현장에서 정보 
수집 및 전달 역할을 위한 D2U (Device to 
Ubiquitous system) 하드웨어와 u-Human 이라는 

작업자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하는 shop floor 
layer, 그리고 u-Product agent, u-Resource agent, u-
MES 와 같은 컴퓨터상의 가상 개체들로 
구성된 application system layer, UPLI (Ubiquitous 
Product Lifecycle Information highway)라는 정보 
교환 인프라스트럭쳐를 포함하는 information 
infrastructure layer, 수명주기 상 다양한 
주체들의 application system 을 포함하는 
lifecycle layer 로 구성된다. 

 

 

Fig. 1 Functional Architecture for u-Factory 
 

3. SOA 기반 u-Factory 구현 아키텍처 
 

SOA 컨셉에 기반하여 u-Factory 의 특성을 
반영한 구현 아키텍처가 Fig. 3 이다. 이 
아키텍처에서 u-Human, u-Product, u-Resource, u-
MES 등 u-Factory 의 구성 요소들은 각기 
서비스 요청자와 제공자가 되어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서비스 요청자와 제공자는 인터페이스, 
어댑터, 메인 모듈로 구성된다. 인터페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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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정보교환을 하며, 
지역언어를 표준언어 변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어댑터는 
서비스 목록 요청, 서비스 요청, 그리고 서비스 
결과를 받아 메인 모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서비스 리스트를 
서비스 요청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설명을 
서비스 요청자로부터 요청을 받는다. 또한 
요청받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요청자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서비스 
리파지토리에 저장하고 서비스 요청자로부터 
서비스를 요청 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결시켜 준다.  

 

 

Fig. 2 Implementation Architecture for u-Factory 
 

4. 서비스 기반 u-Factory 구현 절차 
 

u-Factory 를 실제 제조 현장에 구현할 때, 
제안된 SOA 기반 구현 아키텍처를 기본 
아키텍처로 사용하고 도출된 서비스 모델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부분들 (서비스 리스트, 
프로세스 리스트, 서비스 요청자 및 제공자)을 
구체화함으로써 S/W 및 H/W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enSOA 방법론 
[3]의 일부를 u-Factory 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도출한 서비스 기반 u-Factory 구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모델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링: 도출된 서비스의 
워크플로우를 모델링하여 논리적으로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서브 프로세스와 태스크로 
구체화한다. BPMN 과 같은 표준화된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서비스 식별: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service 를 찾아내고, 찾아낸 서비스들 
간의 종속성을 모델링한다. 서비스 종속성 
모델링에는 UML 의 interaction diagram 이 
사용될 수 있다. 3) 식별된 서비스 분석: 
식별된 서비스에 대하여 상세 기능을 도출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입출력 데이터를 정의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를 식별하여 서비스의 
세부 명세를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간 
합성이나 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S/W 
및 H/W 아키텍처 설계: 서비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를 대상으로 
H/W 아키텍처를 도출해 내고, 구현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서비스 요청자와 
제공자의 세부 기능을 상세화하여 S/W 
아키텍처를 도출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현 아키텍처는 
SOA 를 기반으로 하여 상호운용성과 
재활용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u-Factory 의 정보 
교환과 시스템 간 통합을 지원할 수 있다. u-
Factory 개발자들에게 SOA 기반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u-Factory 와 같은 ICT 융합 
미래형 제조 현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의 구축 과정 상 소요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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