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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my experience in realizing DX in manufacturing, I will discuss "Expectations for the acceleration of 

DX through the spread of 5G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sector" . 

 

1 소개 

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는 경제 산업 성 「DX 추진 지표 "1)보다 '기업이 Business 환경의 격렬한 변화에 

대응하고 Data와 Digital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 사회의 Needs를 기반 제품 및 Service, Business model을 변혁하고, 업무 

자체 나 조직, Process, 기업 문화 풍토를 혁신하고 경쟁 우위를 확립하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DX 실현 경험, 정보 통신 기술 5G 보급에 의한 DX 가속에 대한 기대, 기술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2 필자의 DX 실현 경험 

필자는 국내 대기업 제조 회사의 IT 부서에서 약 2 년에 걸쳐 제품 Life cycle 전반 (연구 개발, 설계 및 개발, 조달, 생산, 

판매, 유지 보수Service) DX를 실현했다. 해당 DX의 목적은 다음에 언급 Business model 변화이다. 

※ 고객에게 제품 판매 형 Business에서 제품 판매 후에도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Business의 변화 

※ 보수 Service 등으로 얻은 고객 의견을 설계 등 상류 공정으로 빠르게 Feedback 하고 업스트림 고객 의견을 통합 

Business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oT / ICT / AI 등의 Digital 기술을 활용 한 고객을위한 Business model 변화"와 "제품마다 

존재하고 있었다 조달 · 판매 등의 업무 검토 (공통) 및 Legacy- System 재구성 "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Digital 기술을 활용 한 Service를 speedy에 개발할 수 있도록 Digital 인재 육성도 도모했다. 

 

2.1  DX 전체 구상 책정 2)  

첫째, 관계자 간 (경영진, 사업부, IT 부서)에서 체제를 구축하고 DX 실시에 따른 공통 이해의 형성을 도모했다. 다음 

관계자 사이에서 Business · IT-System 의 현황 분석, 본연의 모습 작성, GAP 분석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DX 이러한 IT-

System 전체를 역할에 따라 SoE · SoR · SoI (Systems of Engagement · Systems of Record · Systems of Insight)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동시 진화 Scenario 작성을 실시했다. 함께 DX-Portfolio 관리를 실시했다.  

①SoE · SoR · SoI 개요 

· SoE :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Channel 계 System 군에서 Cloud-computing 등을 구사하고있다. 

신속성 / 다양성 중시된다. 

· SoR : 기업의 Business 수행을 목적으로 한 업무 계 System 군에서 Legacy-System의 경우가 많다. 

· SoI : 고객 Insight (고객 욕구 등)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계 System 군에서 AI 등을 구사하고있다. 

②SoE · SoR · SoI 동시 진화 Scenario 

저자는 다음과 같은 Step에서 Scenario를 창조했다. 

Step1 : 공통 Data 기반 구축 (통합 DB 환경 구축) 

Step2 : 공통 Data 기반의 통합 환경 구축 

SoR 느슨하게 결합 된 

Step3 : SoE · SoI에 Digital 기술의 이해 

Step4 : SoI과 SoE · SoR과의 연계 환경 구축 

Step5 : SoR 재구성 (노후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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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usiness model변화 

① 고객과의 접점 기회 추가 (SoE, SoI 진화) : 기존 개월마다 정기 점검시 등 고객 방문에서 매월 1 회 IoTData / AI 등을 

활용 

운전 Report 배달 및 제품 운전 등 개선 제안에 의한 고객과의 접점 기회 추가를 실현했다. 

또한 귀하 운용시 의견의 설계 등에 대한 Feedback에 의한 제품 품질 향상을 실현했다. 

② 예방 정비 (SoI 진화) : 기존의 정기 점검에 따른 시간 계획 보전 (TBM : Time-Based Maintenance)에서 제품 작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태 감시 보전 (CBM : Condition-Based Maintenance)에 대한 변경 사항 예방 정비를 실현했다. 

③ 재고 관리 System 화 및 조달 업무 자동화 (SoR 진화) : 수동 / 종이 FAX 등에 의한 재고 관리 / 승인 날인 / 부품 

조달에서 재고 관리 System 

화 / 전자 Workflow 화 / 부품 조달 자동화를 실현했다. 

 

2.3 Micro-Service-Architecture 도입 및 Digital 인재 육성 

주로 신속성 / 다양성 중시되는 SoE · SoI 에는 Micro-Service-Architecture 선정 · 도입을 실시했다. 그리고 사업 부문에 

대한 기술력 이전 및 Digital 인재 육성을 도모했다.  

 

3 통신 기술 5G 보급에 의한 DX 시대에 대한 기대 

현재 통신 기술은 4 세대 4G 가 중요하다 2020 년 3 월에 상용화가 Start 최신 세대의 5G 로 점진적 전환이 

진행되고있다. 이 

의 5G 의 특징은 "고속 · 대용량 ','초저 지연 ','동시 다중 연결"이다. 5G 의 특징하여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Data 통신 

가격도 내려 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Sensing 수없는 Data 등을 수집 할 수있게된다. 이것은 Sensing 기기 등의 IoT 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IoT는 대량 생산에 의한 양산 효과에 의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결과 5G 보급으로 DX는 현재보다 경제면 (Cost면)에서 우위입니다 크게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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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 산업 분야 중 필자가 대응 해 온 제조업을 사례로 기술의 미래를 말한다.  

경제 산업 성의 「2020 년판 제조 백서」3)에 따르면, 제조업이 직면하고있는 경영 과제에 관한 물음에 대기업 · 중소기업 

모두 약 42 %가 '인력 부족'을 꼽았다 있으며, 대기업의 17.1 %, 중소기업의 22.7 %가 '후계자 부족」라고 회답하고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인간이 담당하는 업무를 짜내고 기타 자동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도 DX 실현 기업에서는 

"AI 이미지 인식 기술과 Robot 기술을 활용 한 제품 외관 검사 자동화"등의 사례 4)가있다. 

단기적으로는 5G 고속 · 초저 지연 무선 통신이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DX 실현 기업이 도입하고있는 자동화 기술을 

Cloud-computing 로 이행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제조업은 Cloud-computing Service 에 

의해 자동화 기술을 이용할 수있다. 또한 Wearable-Computer, XR 등의 Digital 기술을 활용하여 숙련 기술자가 

Remote 에서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5 감으로 느끼고 파악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1 명의 숙련 된 기술자가 

Remote에서 여러 젊은 기술자에게 작업 지시가있다. 

이러한 DX 실현으로 일손 부족 해소를하면서, 기술 계승, 제품 품질 유지 · 향상, 작업 효율성이있다. 

중장기 (2030 년 이후)에는 "Ray Kurzweil 박사의 미래 연표"5)를 참고하면 Avatar-Robot 보급과 모든 장소에서 Robot 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현장에서는 Robot 가 차세대 통신 기술 (6G 등)과 연계하여 고온 저온, 높은 곳에서 

위험한 장소 등 인간이 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24 시간 365 일 가동하고있는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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