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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incorpo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mart factories in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was examined for determining the means to improve the efficiencies of metallurgical
processes and resource-processing operations.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ensors is necessary for collecting data from the individual processes
so that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es can be addressed by employing the collected big data.
Furthermore, increasing number of schemes are being developed for incorporating smart factories in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majority of such schemes are aimed at reducing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raw materials by optimizing logistics systems or introducing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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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과 스마트팩토리의 방향을 검토하여 자원처리공
정과 제련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원처리공정이나 제련공정
에 적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공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
운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며, 여기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할 인공지
능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최근 스마트팩토리를 국내에서 제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
고 있으며, 대부분 물류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해 공정의 에너지나 원료를 저감시키
는 방향이 제안되고 있다.

주요어 : 제조산업, 스마트팩토리, 최적화, 인공지능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이 타산업들과

융합되어 혁신을 촉진하는 4차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 진행되고 있다(Chung et al., 2016). 이에 국
내외 제조기업들은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을 혁신전략
의 하나로 채택하려 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내 구축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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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시스템이 생산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판
단해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등 제조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Kim and Yoo, 2021). 한
편, 자원개발산업분야에서도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의 광
산개발체계 구현을 위한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 개
념이 제안되고 있다(Choi, 2018). 스마트광산기술은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서비스(Cloud), 빅데이터(Big data),
그리고 모바일(mobile) 기술을 접목하거나 응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이 기술들은 AICBM이라고 통칭된
다(Kim and Yoo, 2021).
우리나라는 금속광물자원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
며 희소금속의 무역역조는 2015년 35억달러에서 2020년
114억달러로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8, Kim et al.,
2019, Kim et al., 2021b). 국내 광산업은 수십년에 걸쳐 생
산량이 감소되어 왔고, 현재 운영 중인 광산들의 규모도 점
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and Yoo, 2021). 우리 정
부는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스마
트 자원개발 플랫폼 등의 차세대 전략기술개발을 주요 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Kim and Kim, 2020). 기술수준이 매
우 높은 국내의 정보통신산업을 자원개발분야에 연계하여
스마트마이닝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계획 목표의
주요 내용이다.
스마트광산개발의 개념을 확립하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광업분
야에서의 딥러닝 기술 적용(Yi, 2019), 금속회수공정에서
공정광물학 역할 정립(Lee, 2019b), 폐금속 회수효율성 향
상을 위한 다변량 통계와 심층신경망 분석 이용(Yoon et
al., 2019), 자원공학분야에의 디지털 트윈 적용(Lee,
2019a), 사물인터넷 기술의 적용(Kim, 2019),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의 활용(Suh, 2019), 광산업에서의 디지털
이노베이션(Kim and Yoo, 2021) 등이 보고되고 있다.
자원처리 및 제련공정은 채굴된 광석을 대상으로 금속
등의 유가자원을 산업용 원료로 공급하기 위한 개발에 역
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자원개발 전주기의 후단에 위치한
기술이나 AICBM요소를 고려한 기술개발은 채광공정 등

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공지능 등의 선광제련공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제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조사하
여 국내 스마트 선광제련공정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방향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수학적 표현이 어
려운 복합적인 사람의 두뇌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모
사하는 것이다(Cho, 2021). 이와 비교되는 개념은 데이터
마이닝으로서 빅데이터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 또는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는 것이다(Bini, 2018). 인
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다트머스 콘퍼런스에서 사용되었고,
Lisp나 Prolog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룰 기반의 시스템 개
발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다(Cho, 2021). 이 기술
은 최근 30년간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산업 전반
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ee et al.,
2020).
Table 1은 제조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
능 융합기술 분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Lee et al.,
2020). 제품 디자인 및 설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technology)은 고
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디자인을 자동으로 생성하거
나 추천하며, 제품설계 전 단계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통해
설계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 작업환경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스마트 작업대(smart workbench) 기술과 지능형 실감 인터랙션 가이드(real-sense
interaction guide) 기술로 대별될 수 있는데 스마트 작업대
기술은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및 작업자 맞춤 최적 작업을
계획하거나 할당하며, 인간과 로봇의 최적 협업을 통해 생
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노동의 피로도를 감소하게 할 수 있
다. 또한 지능형 실감 인터렉션 가이드 기술은 작업자가 작업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실감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

Table 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ith their corresponding fields of application
Field

Technology

Product design

Generative design technology

Work environment

Smart workbench technology
Real-Sense interaction guide technology

Quality control

Anomaly detection technology

Management

Intelligent manufactur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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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
술은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기술이며, 주로 일상적
인 공정이나 제품생산에서 이상 작동과 상황이 발생할 때
불량이나 품질이 저하되는 요인을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설비운용 분야에서 사용이 기대되는 AI 융합기술은 지능
형 설비(intelligent manufacturing facility) 기술이며, 이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
처를 자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공정의 목적을 인지
하고, 생산을 자동화하는 협업제조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상기에 정리한 내용처럼 제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인공지능기술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이 많
이 알려진 계기 중 하나는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프
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다(Fig. 1). 즉, 기존의 시스템으로
개와 고양이를 사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각각 정의한 후, 프로그램이 사진을 각 정의에 부합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상 개와 비슷한 고
양이나 고양이와 비슷한 개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범용적
인 정의를 설정하기 곤란하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개와 고
양이의 사진을 구별하기 위해 대량의 개와 고양이의 사진
을 통해 학습을 하여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진을 구
별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현재로선 AI가
개나 고양이라고 선택한 이유는 명확히 ‘정의’할 수 없어,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AI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의 입장에
서는 AI가 판단한 명확한 ‘이유’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장점
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기에 기재한 것처럼 자원개발분야에서 채광 등의 공정
에 AICBM 도입 연구가 활발한 것에 비해 자원처리 및 제
련공정에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현
실이다. 자원처리 및 제련공정에 AICBM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자원처리 및 제련공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하
여 이 공정들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얻고자 하
나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하여 실제로 인공지능을 적용해

Fig. 1. Differentiating dog photos from cat photo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자원공학회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일정방향을 정하여 향후 인공지능을 자원처리공정 및 제련
공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대
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원처리공정이나 제련공정 중 데이터를 확보하
는 것은 각 단위공정이 목적한대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형화된’ 데이터이나 자원처리공정이나 제련공
정에는 기존에 측정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예: 콘베이어 벨트
등 투입할 때 등) 비정형에 가까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에서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오염’의 문제이다(Ribeiro et al., 2016). Fig. 3에 눈 위에 앉
아있는 개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Ribeiro et al.(2016)은 개
(시베리안 허스키)와 늑대를 구별하는 인공지능 학습을 시
키는 과정에서 시베리안 허스키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인 눈
위에서 촬영되는 이유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시베리안 허스
키의 특징을 구별점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눈
의 존재 여부로 학습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인공지능이
목적하지 않은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염’을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처리공정 및 제련공정에 인공지능을 도
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센서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구성이 필요하다. 기존 자

Fig. 2. Direction for the application of AICBM in manufacturing
industries.

Fig. 3. Image of a dog on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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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리공정이나 제련공정에서 운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격이
높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센서의 개발과 IoT 시스템 구축
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제조업에서의 스마트팩토리 적용

우리나라 정부는 제조업에서의 스마트팩토리 적용을 통
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을 2019년 5월 3일에 발족시켰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은 스마트공장의 정의를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
념을 Fig.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스마트팩토리의 적용범위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응용시스템 S/W, 제어자동화, 현장자
동화로 대별되며, 이를 ICT 미적용, 기초, 중간1, 중간2, 고
도의 5단계로 적용 수준을 나누어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
는 내용이다. 스마트공장을 구성하고 수준 별로 발전시키
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은 다음와 같다(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1). 첫째, ‘4M+1E의 디지털화’이
며, 4M은 인력(Man), 설비(Machinery), 원료(Material),
방법(Method)를 이르며, E는 환경(Environment)을 이른
다. ‘4M+1E의 디지털화’는 각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디지
털 값을 인지하고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
을 통해 정보교환이 가능한 수준이다. 둘째, ‘지능화’이며
지능화는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등의 솔루션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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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하거나 예측 가능한 값을 제공해야하는 것을 지칭한
다. 셋째, ‘통합’이며 사회망과 가치사슬을 통해 단대단
(end–to-end)의 정보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평적 통합
과 최하위 수준인 기계장치부터 기업비즈니스 수준까지 수
직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넷째, ‘엔지니어링 지식의
창출’이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자
동화를 위한 제조 지식을 점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스템과의 연결’이며
향후 발전 가능한 스마트 제품들과 통신 표준에 의해 연결
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Woo and Cho(2018)는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적
용사례를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스마트팩토리는 회사에
공급되는 원료나 부원료의 물류시스템이나 회사 공정내에
서의 이동을 최적화하는 방향과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 그리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고되었다.
Fig. 5에 포스코 ICT가 포스코의 공정에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최근 포스코
는 후판공정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개념을 적
용하고 있다(POSCO ICT, 2021). 이 시스템에서 다양한 카
메라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고 영상분류를 통해 구
축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모델을 구축하고 품질평가에
적용하였다.
다른 사례로서는 폐수처리공정에서 적용이 되는 공정최
적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개념 도입한 공정이다(Kim et
al., 2021a). 국내 폐수처리업체 등은 부하량과 응집제 투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데이터를 학습한 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정의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Kim et al., 2021a).

Fig. 4. Schematic diagram depicting the concept of a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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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mart factory system in POSCO (distributed control
system (DCS); programmable logic.

이 글에서는 자원처리공정과 제련공정의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AICBM의 도입과 스마트
팩토리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였다. 자원처리공정이나 제
련공정에 적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
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대량의 데이터를 마련해야 하
며, 결국 다양한 센서가 자원처리공정과 제련공정에 설치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제조업
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의 사례를 정리하였는데 대
부분의 경우 물류시스템 최적화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하여
투입되는 에너지나 원료를 저감하여 공정의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원처리공정
과 제련공정에 적합하며 저가의 센서 개발이 필요하고, 각
단위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이 필요하다
고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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