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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T혁명은 산업 사회의 혁신을 견인해 왔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독일, 미국 등 선진

국에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IoT(Internet of Things)를 제조 현장의 혁신에 활용하

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일본 산업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IT혁명 과정에

서 일본기업이 낙후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마치, 1990년대에 세계최강의 경쟁

력을 가졌던 일본 전자산업이 디지털 혁명 과정에서 모듈형 생산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한 바와 같이 앞으로 IT 혁명의 와해적인 충격이 기계, 자동차, 소

재 산업 등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황과 함께 많은 일본

기업의 몰락 속에서도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했던 공장용 로봇기업 FANUC 조차도 

기존의 폐쇄형 전략을 수정하여 핵심 IT기술에서 다른 기업과 제휴·협력하면서 IoT 시대

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에 의한 IoT 활용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공장 자동화의 개선점을 찾아

서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IoT가 기계와 기계(M2M), 기계와 

인간(M2P) 간에서 작업 경험이나 노하우의 공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IoT를 활용해 가상설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자

동차 부품기업 덴소의 경우 공장에 IoT를 도입하면서 센서로 근로자의 동작, 기능, 설비

정보를 수집해 업무 개선 노하우를 순식간에 공유하고 있다. 복사기를 제조하고 있는 리

코사의 경우 Virtual 시제품 시스템을 통해 현실의 시제품을 2번 만들었던 기존 방식을 

한번으로 축약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일본기업의 IoT 전략의 두 번째 주안점은 부가가치의 제고이다. IoT를 통한 생산과 개발

의 높아진 효율성을 기초로 고객의 니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고객 니즈에 선대

응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객이 자사 제품을 구매하기 이

전에 고객의 행동을 IoT를 통해 예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문생산 체제로의 진화까지 모

색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세 번째 주안점은 IoT를 활용한 신사업의 개척이다. 각 기업이 공장이나 제품

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AI, 3D 프린터,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기자재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확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여러 산업에서 각종 재화가 가상공간에서 연결되고 고객과 기업, 기업 간을 연결하는 플

랫폼이 만들어지면 각종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일본기업이 이상과 같은 IoT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VR/AR 등 

신기술과의 연계 전략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IoT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의 강화

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글로벌하게 장악한 

미국계 I T  기업이 우위에 있어서 일본기업으로서는 이들과 차별화되는 E dg e 

Computing 기반의 AI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Edge(단말), Fog(기지국 등), 클라우드(데

이터 센터) 간에서 정보전달, AI 판단 등을 분담해 실시간 처리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겠

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은 또한 로봇기술에 강점이 있으며, IoT시대의 로봇기술을 강화해 새로운 제조업



의 주도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ANUC 등의 로봇기업과 히타치, NEC 등의 IT

기업들이 연합을 구축하여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서 미국계 IT기업의 딥 러닝 AI의 약점 

등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은 Edge Computing로 강화된 로봇기술 솔루션의 보급에 주

력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 개발, 생산, 물류, 판매 등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의 IoT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연결하는 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기업은 그 핵심 기

술로서 VR(Virtual Reality) 및 AR(Argument Reality)을 활용한 공장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공장 건설과, 제품의 생산 라인 개선에서도 VR/AR 기술이 활용되고 있

다. 공장의 건설단계에서 가상의 생산라인의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핵심근로자를 사전적

으로 가상생산라인에서 훈련하면서 건설 업무 자체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IoT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력도 강조하고 있다. IoT로 고

객과 보다 직결되는 환경을 활용해서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

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 야마나카고킨은 B2B 기업이지만 볼트 하나하나에 센서를 탑재해 고객의 제조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파나소닉은 자사의 하드

웨어가 소비자, 기업에서 활용되는 현장을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IoT 전략은 독일의 스마트 공장,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화를 강조한 전략과 유사

한 측면을 가지면서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IoT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있어서 IoT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IoT를 통해 로봇이나 

AI, VR/AR, 센서 등 제조업의 강점을 재구축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건

설 등의 서비스업, 인프라 분야까지 혁신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인력난 속에서 자동

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연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IoT 전략이 점차 효과를 갖게 되면 일본산업의 부활과 경제성장 잠재력의 회복에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IoT와 로봇을 활용하면서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

성 향상에 성공할 경우 일본경제가 크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주력 제조업이 피크를 지나 점차 쇠퇴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산업의 입장에서도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oT는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의 형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

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의 동향이나 사례를 지

속적으로 지켜보면서 IoT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기초기술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

적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비스를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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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의 IoT 전략

LG경제연구원

Ⅰ. 일본 제조업의 IoT 트렌드 평가 

1. IoT 트렌드의 의미 

IT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IoT에 대한 일본의 우려

80년대 이후 IT혁명은 혁신을 견인해 왔다. PC의 전성시대, 인터넷의 등장, 스마트

폰의 세계적 확산 등 IT혁명의 모습은 단계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IT혁명은 정보

거래 비용을 낮추어 제조업의 글로벌 입지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이 급속히 신흥국으로 이전되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에서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IoT(Internet of Things)

를 제조 현장의 혁신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으며, IT 강국인 미국에서도 

GE 등 전통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Io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전개되기 시

작했다. 

각 선진국들이 IoT를 활용한 제조업의 부활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 산업계도 IoT의 

확산이 제조업의 형태까지 혁신하는 파급 효과에 대해 고민하면서 다양한 대응 방안

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본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의 전성기와 비교하면 국제적 

위상이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 특수 소재 분야 등에서 세

계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전략은 항상 우리나

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나 Io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거대담

론적인 논의도 많지만 제조 현장 등에서 실제로 IoT를 도입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정책 논의도 총론적 방향성 차원에 머물고 기업 현장과 연계된 전

략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 산업계의 현황을 보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IT혁명 과정에서 일본기

업이 낙후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마치, 1990년대에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가졌던 일본 전자산업이 디지털 혁명 과정에서 모듈형 생산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급

속히 경쟁력을 상실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IT 혁명의 와해적인 충격이 기계, 자

동차, 소재 산업 등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냉장고, 토스터가 인터넷과 연결된다고 무조건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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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각종 제품, 기계에 센서가 탑재되고 사람과 재화, 재화와 재화의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려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존 제조업에도 변

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IoT 흐름에서 일본은 국제적인 기

여도가 떨어져 제조업 기술혁신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IT강점을 가

진 미국과 제조 강점이 있는 독일의 연계적인 제조 혁신 과정에서 제조업의 형태가 

IoT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일본은 IT주도 기업의 하청적인 

위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기업의 시각을 중심으로 IoT 트렌드를 살펴보고 IoT 대응 사례를 보

기로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전제로 하는 IT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IoT는 다음 그

림과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한다. 즉, IoT와 비슷한 개념 자체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

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센서의 고도화·저가격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

한 자동학습 기능에 힘입어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결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는 것이 IoT 단계라고 전제한다.

독일의 Industry 4.0

일본기업과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총무성 등은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

고 일본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있다. 

개념의 유사성 : IoT(Internet of Things)의 개념은 인터넷 혁명 초기부터 존재, 유비쿼터스, 
M2M 등의 개념과 거의 같음. IoT를 적용하는 공장자동화도 이미 산업용 로봇이 도입되고 
생산, 물류, 설계 분야의 IT화가 진행되어 왔음.  

 IoT 단계의 의미 : 센서 기술의 고도화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가상 세계에서 분석 가능, 
인공지능이 학습 능력을 확보, 자동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기기의 컴퓨팅 환경 
고도화 가능,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 통해 가설설정 가능(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부 대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속도, 코스트 한계 극복이 과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정보 출력클라우드

클라우드

정보 입력

센서 단말기, 로봇<현실세계>

·자동학습
·프로그램 자동화
·가설설정

IT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Io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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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미 공장자동화가 진행되고 IoT도 별 다를 것 없다고 느끼는 실무자도 

많기 때문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IoT 관련 관민합동 연구회 등을 통해 기존의 정

보화 사회와 IoT 사회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1]. 

일본의 각종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독일의 Industry 4.0이 단순히 

공장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고 △ 독일내의 각 공장이 같은 플랫폼 기반에서 개발 및 생산 분업하고 △ 기계를 

스마트 머신으로 혁신하는 것 등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의 Industry 4.0은 현실세계

와 가상 세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플랫폼 기반으로 창조적인 부가가치를 추구하

는 스마트 공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이 융합적으로 관리 되면서 효율성의 제고와 함께 다품종 

customization 등이 가능해진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강자인 

SAP가 주도하면서 ERP를 제조 장치와 연결하는 노력, 지멘스의 디지털 설계·제조 

기반 기술과 연결하는 노력이 핵심적 활동이며, 독일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고 있다. 

플랫폼 기반의 개발 및 생산 측면에서는 IT의 TCP-IP 통신 언어와 제조기반의 각종 

제어 규격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

다. 이를 위해 독일산업계의 규격 공통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 연결에 

그치지 않고 빅 데이터, AI를 통한 생산성 및 제품 혁신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측면에서는 각종 기계에 AI가 탑재되고 인간과 함께 유연하게 작업하

각 공장에서 ERP를 중심으로 제조 시스템이 수직적으로 연결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독일의 각 공장, 세계 각국의 공장, 유통, 물류가 통합적으로 연결됨. SAP사는 HAN이라는
초고속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 플랫폼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  

통합업무시스템
ERP

생산관리체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PLC(Product Life Cycle)

클라우드
(HAN System)

Smart Factory의 수직연결구조-SAP의 구상   2

자료 : 오기 쿠란도, 인더스토리 4.0, 동양경제,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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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과 함께 3D 프린터, 자동 운반차 등이 독일 

공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작업 시간의 단축, 원재료 낭비 억제, 불량 억제 등

에서의 효과를 통해 인간근로자는 보다 창조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있다.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

일본기업 및 정부는 벤치마크 대상으로서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의 동향을 주시

하고 있다. Industrial Internet은 독일의 Industry 4.0과 유사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GE는 Industrial Internet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강조하고 있다. 

Industrial Internet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GE는 제조업체로서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면서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E는 산업기기 분야에서 플랫폼을 장악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기기 관

련 서비스에서 수익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국계 IT기업의 제조업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구글이 자율주행차의 상업화에 주력

하는 등 미국 IT기업들이 IT와 제조업의 융합 과정에서 IT 강점을 활용해서 제조업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마존이 음성조작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가정 내 비

서 역할을 하는 스피커 형태의 Amazon Echo를 출시해 가전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

했다. 이는 가정 내의 각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며, 유저는 말로 조작이 가능하

며, 유저가 필요한 물건을 전자상거래 주문도 대행해준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공장을 강조하는 것이 독일의 Industry4.0이면 인터넷으로 연

결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Industrial Internet은 제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적이다. Industrial Internet은 제조업의 진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가치

기존

수익창출

IoT 시대

하드웨어의 동작에 따른
각종 기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대금

센서 등에서 하드웨어로 
축적되는 빅 데이터 기반 솔루션

성과 기반 서비스 Fee
(하드웨어 이용 기간 내)

Industrial Internet이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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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혁신적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통 제조업에게는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전통제조업체인 GE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이 지향하는 IoT

일본의 IoT 대응은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통합적인 비전이나 규격통일화 조직체계가 

다소 미약하다. 각 일본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경

제산업성 등에서도 CPS(Cyber Physical System)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CPS 비전은 제조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 구동 사회

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그 기반이 되는 모노즈쿠리 플랫폼을 주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데이터가 비즈니스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T가 모

든 재화에 탑재됨으로써 공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현실세계에서 데이터를 가공한 

지식정보가 고객 부가가치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CPS를 통해 제조업뿐

만 아니라 서비스업, 인프라를 망라한 사회 전체의 시스템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 

일본의 CPS 전략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모노즈쿠리 플랫폼을 주도해 나

간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구상하는 모노즈쿠리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과 제조 플랫폼의 2층 구조로 연결

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유저와 

제조자를 연결하는 가치 공유 및 서비스 연결 시

스템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제조 플랫폼은 복수

의 제조 현장, 복수의 기업을 실시간으로 연결하

게 된다.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전통적

인 제조업도 혁신하려는 구미 각국의 IoT(Internet 

of Things) 트렌드를 조망하면서 일본 산업계도 

IoT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각 기업이 각자 IoT에 대응하는 

모습이 강해 독일의 관민협조형 Industrial 4.0와 

같은 강력한 구심점이 없고 미국의 GE를 비롯하

여 IBM, 인텔, 시스코시스템즈 등 180개사 이상

데이터 수집

현실세계→
가상공간

현실세계와

데이터
축적·분석
가상공간→
AI, 빅데이터

현실세계로
(제어, 서비스)
AI, 빅데이터
→ 현실세계

제조 :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
주문 생산, 무재고 

자율주행차 통해 
수송혁명, 사고와 정체 
철폐 

수송 : 

전력소매 효율화,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주택 : 

예방의료, 주문형 의료 
확대 통해 건강 증진 

건강 : 

운영효율화, 재해 및 
사고 예방, 보수 관리 
효율화

: 인프라

Cyber
Physical
System

현실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상호연계

Cyber Physical System으로 제조, 수송, 인프라 혁신 4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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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한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와 같은 민간주도의 강력한 추진체제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각자 IoT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에는 미국, 독일과의 협력 및 

연계도 모색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 도요타자동차 등 IoT 제조 유력 기업이 미국 

기업연합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IoT 추진 컨소시엄' 이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등 2개 단체와 각서를 교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2].

일본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센서의 규격, 플랫폼의 형태, 통신보안 

기술에 대해 미국, 독일과의 협의와 공동 실증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

산업성은 앞으로 미국, 일본, 독일 간에서 IoT 표준화 협력을 모색할 방침으로 있다. 

2. IoT의 예상 부가가치 

거래비용 및 제조 코스트 절감

IoT는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만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

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IoT 사업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우 IoT 도입에 따른 코스트

를 고려해서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기업은 코스트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IoT의 도입에 의한 코스트 절감 

가능성과 절감 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공장 차원의 IoT 효과 측면에서는 공장 내에서의 정보화의 밀도가 확대됨으로써 가

공의 정확도가 제고되고 재료의 낭비를 억제하면서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장비의 설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장비를 설치하는 데

에 필요한 시행착오를 IoT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

해 공장 건설의 기획 단계에서 설비설치 및 작업 상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의실험

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기계의 보수 관리를 위해 기계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시간을 

최소화하고 근무시간 중의 생산 차질을 제로로 하는 최적의 기계 보수 체제의 구축도 

목표가 되고 있다. 

산업 차원의 IoT 효과의 경우 SCM의 효율화, 부품 및 소재 공장과 조립공장의 일체

화(자사 공장처럼 동기화), 재고 압축 등이 추구되고 있다. 각종 부품, 모듈 등과 공

장의 기계 장비가 가상공간에서 연결됨으로써 품질 수준의 사전 파악이 쉬워지고 제

품개발 시간과 코스트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사회적 차원의 연결 효과로는 해당 산업 이외의 산업이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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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력의 IoT화로 전력

수요와 전력공급이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효율성이 제

고되면 발전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송 및 물류 교통 흐름의 원활화, 산업간 연계

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신속성과 코스트 절감 효과, 행정조직의 실태 파악 등이 용

이해진다.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교통 흐름을 고려한 수송 및 물류 계획

을 최적화할 수도 있다.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의 비효율성의 제거도 가능

해진다. 회계 데이터와 각종 기업의 활동, 종업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영의 패턴

을 분석하고 기업 내 비리나 비효율성, 정보유출 및 보안 이슈에 관한 사전 및 사후

적 추적, 투자 위험 등에 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할 수도 있다. 경영효율화와 

함께 정부 규제 등 행정 측면에서의 낭비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경제 및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제품 개발 과정의 혁신을 통한 성능 향상

IoT를 적용하여 제품의 불량 억제, 서비스 결합, 고객 니즈 반영 등의 부가가치의 제

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이다. 

제품개발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면서 제품의 사용에 따른 각종 고장 요소를 파

악할 수 있다. 제품개발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컨셉을 잡고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

공장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컴퓨터에서 재현함. 

데이터 분석, 모의 실험 통해
생산공정 효율화로 불량 억제, 
코스트 절감 

롤스로이스는 굿우드 공장에서 제조에 관한 모든 정보(부품, 기계, 로봇, 공구, 비품 등)을 
디지털화하고 공장과 생산 라인을 그대로 컴퓨터 3D 가상 공간에 재현하고 모의 실험을 
통해 제조 라인의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원활한 생산 흐름을 보장하는 최적의 
제조 라인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 있게 됨. 

롤스로이스는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장인들의 작업 스페이스의 효율화, 
동작의 낭비 억제라는 관점에서 개선 

Rolls-Royce의 Goodwood 3D Digital Factory   5

자료 : Rolls-Roy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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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험을 거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완성하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과정에서는 시제품 제작에 따른 소요 시간 및 코스트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

에 성능 실험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개발 과정을 가상공간

에서 사전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기간도 단축된다. 소재, 

부품, 제품의 사용 환경을 포함한 정보를 가상공간에 자세하게 재현하면서 온갖 고장 

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극단적인 기후 조건, 소비자의 난폭

한 사용 등을 테스트하여 가상공간에서 개발품을 무수히 파괴하고 고장 위험 요소를 

검증한 후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제품의 고장 요소가 제거되고 품질이 향상된다. 

예를 들면, 독일 보시의 터보엔진을 만드는 자회사인 BMTS(BOSH Mahle Turbo 

Systems)의 경우 Virtual 제품 개발 방식을 채용하여 가상공간에 초기 제품개발 모

델을 재현하면서 제품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가상공간에

서 터보 엔진 제품의 내구성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내구성을 주축으로 

각 부품, 부품 간의 연결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

는 가혹한 환경 인자를 제품에 가함으로써 터보가 고장 나는 무수의 과정을 관찰함으

로써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현실의 시

제품 개발을 줄이고 개발 공정과 기간을 절감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도 IoT의 이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품, 부품이 고객에

게 판매된 이후에도 클라우드 등을 통해 자사 네트워크와의 연계 기능을 갖게 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IoT를 통한 고객과의 접점을 활용해서 기업은 고

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품의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 등이 가능하며 공조기기나 전력장치도 타사 제품을 포함한 통합 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멘스는 발전회사에 발전기기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에서 발전 서비

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전환하면서 경쟁사의 발전기도 함께 관리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객 니즈를 더 잘 반영하는 데에도 IoT가 효과적이다. IoT로 고객과의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의 생산 시스템은 고객의 주문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지멘스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라인을 개발했

다. IoT를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 사용습관, 사회 상황을 추정해 제품 개발에 활용하

며, 이 과정에서 시제품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제품개발에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제품을 완성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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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를 활용한 신시장 창조

IoT 환경에서 신시장을 창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확대되고 있다. IoT를 활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진화시키는 제조 혁신 지원 비즈니스가 Smart Factory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Fanuc 등 기존의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이 Io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진화형 비즈니

스에서는 기존의 공작기계 업체가 순식간에 신흥 IT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IoT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사업이 IoT를 활용한 벤처기업에 의해 창

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차 공간이나 회의 공간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Sharing)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신에너지 솔루션, 차세대교통시스템, 헬스케어, 차세대 농업, O2O 서비스 등

에서의 뉴비즈니스가 일본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센서와 빅데이터 및 AI 등

의 능력이 제고되는 한편 코스트는 떨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기계의 원격조정,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의 커뮤니케이션 밀도의 확대가 고객에게 보다 세밀한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의 가치를 높이려는 새

로운 시도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IoT를 활용한 파트타임 노동

이나 Uber, Airbnb 등과 같이 생활자금을 확보하려는 일반인들의 수요에 기초한 신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일반인들을 음식점의 임시 택배원으로 활

- IoT 뒷받침하는 센서, 클라우드, 
   산업별 플랫폼, 솔루션, 인공지능  
- 차세대 로봇, 3D 프린터, 
   공장전체의 서비스화 

- 전력의 스마트화로 DR, VPP, 
   주파수 조정 서비스, 예비 
   설비량 보장 등 신서비스 
- HEMS, BEMS 관련 시장   

- 자동차와 도로의 네트워크화, 
   정체 없는 교통, 무인자동차 
   기반 무사고 수송인프라 
- 자동차, 해운, 항공 등 연계 
   수송의 IT 연계 

- 사람과 기계의 인터넷 연계 
   통한 의료비 절감, 맞춤형 의료 
- 의료 기관 업무 효율화, 
   스마트폰 등 원격 의료  

- 센서, 데이터 기반 고효율 농작업, 
   수송 물류 효율화 및 안심 제고 
- 드론, 식물공장, 농업용 로봇 
   등으로 생산 효율화 

- 주문형 유통시스템, M2M 통한 
   자동 주문 
- 각종 서비스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화 

제조 혁신
지원 사업

신에너지
솔루션

차세대
교통

Health
Care

차세대
농업

O2O
서비스

IoT 활용한 신비즈니스 개척   6



10 LG경제연구원

일본 제조업의 IoT 전략

용하는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집근처의 음식

점에서 음식을 수령하고 자전거로 소비자 집까지 배달하여 수익을 셰어하고 있는 것

이다. IoT의 확산으로 1인 기업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소비

자나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강화될 것이며, 이를 활용한 뉴비즈니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효과

IoT는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 진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IoT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제조 과정에서의 자원 낭비 억

제, 카 셰어링 등을 통한 경제적 재화의 활용, 오염 및 폐기물 감시 효율화 등이 환경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고용의 증가세 둔화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과

거 50년간의 3.3%에서 향후 50년은 2.1%로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만큼 일본 등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극심해 지고 있는 국가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IoT와 로봇을 활용하면서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

산성 향상에 성공할 경우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Accenture의 경우 IoT를 통해 2030년의 세계GDP(주요 20개국 기준)의 추가 확대

Accenture는 IoT 투자를 
통한 GDP 확대 효과를 
현재 추세로 갈 경우 
2030년까지 10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14.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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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에 의한 GDP성장(추가조치 강구 케이스)

IT혁명의 생산성 향상 부진 패러독스 해소의 계기(Accenture 전망)  7

주 : 분석 대상은 주요 20개국임. 

자료 :  Mark Purdy and Ladan Davarzani, The Growth Game-Changer: How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can drive   

 progress and prosperity, Accentur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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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조 달러에서 14.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3]. 

IoT 기반의 확충이 에너지 혁명 촉진,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극대

화하면서 신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과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보화 투자에도 생산성과 GDP의 확대 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 생산성 패러독스가 지적된 바 있으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

년대 중반에 걸쳐 인터넷 혁신 효과가 가시화되고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주

장이 후퇴한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 및 세계적인 생산성 부진으로 인해 

생산성 패러독스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나 IoT는 IT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

업, 에너지, 서비스 분야까지 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Ⅱ. 일본기업의 IoT 전략 방향

1. 비용 절감 

생산현장의 연결을 통한 속도 향상

센서와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진화된 로봇을 활용하면서 일본기업의 생산 현장은  

제조 속도 향상과 코스트 절감 효과가 추구되고 있다.

센서, AI를 활용하면서 로봇의 가공 정밀도, 생산계획 이행 신속성 등이 향상되고 있

다. 과거에는 로봇으로 할 수 없었던 세밀한 작업도 가능해지면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이 확대됨으로써 코스트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간에 의한 작업에 한계가 있는 심야 등에도 무인 공장에서 로봇이 물류 

화물을 정리하는 등 생산 준비를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면 곧바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

는 시스템으로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위생도자기의 TOTO는 시가공

장에서 23년 만에 대형 투자를 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로봇을 활용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IoT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숙련된 기술자에게 의존해 왔던 

복잡한 조립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IoT가 기계와 기계(M2M), 기계와 인간(M2P) 간에서 작업 경험이나 노하우의 공유

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인간의 숙련된 노하우를 센서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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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통해 기계에 전달하고 기계와 기계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노하우를 전파시

키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덴소의 경우 공장에 IoT를 도입하면서 센서로 근로자의 동

작, 기능, 설비정보를 수집해 로봇이 업무 개선 노하우를 순식간에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덴소는 2020년까지 국내외의 약 130개에 달하는 전 공장을 인터넷으로 연

결하고 인간과 로봇, 전세계의 로봇간의 노하우 공유의 효과를 높일 전략이다. 2020

년까지 생산성을 3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덴소는 카 에어컨, 엔진 부품 등 다양

한 제품을 세계 각지에 분산된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떤 국가의 

특정 공장의 혁신 성공 사례를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순식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크다. 세계 130개 공장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공장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주

력해 수요변화, 공급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4]. 이를 위해 덴소는 각국

에 분산된 공장에서 각종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사람, 재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각 개인, 사업부, 회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

다. 그리고 각국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개량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갖 돌발 사고에 따른 

불량을 없애고 일상 업무를 압축하고 가치의 구체화, 개선 및 혁신의 속도 제고에 주

력하고 전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있다[5].

- 숙련자에 의존했던 475개 항목에 
   달하는 제품별 사양을 파악하고 
   작업 위치를 세팅하는 로봇, 
   도포하는 로봇이 서로 협업해서 
   작업수행

- 위생도자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빅데이터 관리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로봇이 정확한 작업, 
   위치 설정을 하게 됨.   

- 1대의 로봇이 위생 도자기의 동체 부분에 
   접착제를 부착하고 또 한대의 로봇이 접착 
   면에 덮개를 붙임. 

- 원래 이 공정은 모든 각도에서 2명의 
   근로자가 위치를 맞추면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부착하는 공정이었음. 

- 로봇이 센서의 위치를 순식간에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음. 

위생도자기의 TOTO는 시가공장에서 23년 만에 대형 투자를 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로봇을 
활용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 

입구

로봇1

로봇3

로봇2

출구

TOTO, IoT 활용해 세밀한 작업 공정도 로봇화  8

자료 : TOTO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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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공장 내부에서의 연결의 효율성 제고 전략은 공장과 부품 조달, 물류 

및 판매를 포괄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효율화로 이어지고 있

다. IoT를 도입하면서 기획, R&D, 설계, 조달, 생산, 물류, 판매, 보수 등 SCM 전반

을 가상공간에서 통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과 속도를 향상하고 있다. 

가상설계 통한 효율성 제고

가상설계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시제품 제작에 따른 시행착오의 부담을 줄이는 노

력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기업도 독일기업처럼 가상 설계를 통해 개발 중인 제품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

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획득되는 고객 지식이나, 시뮬레이

션 결과를 조직적으로 내부 지식 데이터로서 축적하여 제품개발력을 강화하려는 일

본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절감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을 생략하거나 줄

이는 가상 설계 시스템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 가상설계 시스

템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제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시험을 실시

해 개발품의 완성도를 신속하게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충분히 실

험, 테스트를 거친 설계로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

가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알프스전기는 조립장치 등 생산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3D CAD를 기

초로 한 가상 개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계, 전기제어 등의 각 담당자의 동시 작업

이 가능해져, 개발 기간을 50% 단축하였다. 센서나 스위치 등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알프스전기의 경우 생산설비의 개발 기간 단축이 매우 중

요하다. 이에 따라 동사는 생산설비를 공정이나 기능별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제품

에 따라 필요한 공정 기계를 설치하는 편집형 생산설비 기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기계의 편집을 가상공간에서 실현하여 운전 과정을 모의 실

험해 전기제어 기술자도 기계의 개발 초기단계에서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확인

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했다. 기계기술자와 전기제어 기술자가 3D 기반의 

모의실험을 동시에 공유함으로써 장비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양자간의 조율을 신속

화할 수 있다. 

한편, 복사기를 제조하고 있는 리코사의 경우도 Virtual 시제를 통해 현실의 시제품

을 2번 만들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작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작업량 부담을 절감하고 

있다. Virtual 시제품은 상품기획 담당자뿐만 아니라, 생산, 자재, 가공 서비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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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각 거점을 TV회의로 연결하고 각자가 3D CAD를 확

인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조립 성능, 가공성, 안전 및 안정성, 형태 구조, 공정 설정 

등을 결정하고 있다. Virtual 시제로 많은 문제를 검토한 후에 제작되는 시제품의 경

우 완성도, 정확도가 제고되고 있다. Virtual 설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각 전문가

의 문제제기, 고객 분석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등의 각종 정보가 바로 DB화되고 유

용한 정보자산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경우도 제품 개발 및 설계 작업이 가상공간으로 중심이 이동하

고 있으나 많은 경우 각 부분에서 종이로 작성하는 설계도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 작업의 가상화로 종이를 없애는 효율이 

추구되어야 하는 데도 종이 도면으로 확인해야 할 관행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 설계담

당자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과중되는 경우도 있어서 관행을 혁신할 여지가 크다. 

표준화된 양산품 등의 개량 모델의 경우 제품개발 속도의 향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는 설계 업무 자체의 합리화, 속도 제고와 함께 고

객 니즈를 정확하게 선택 및 개발하는 포커스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IoT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oT를 활용하면서 고객 니즈를 

지수화 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SNS, 메일, 고객 조사 등에 나타난 

각종 고객 니즈를 지수화 하여 제품개발에 반영하면서 고객의 예상 호응도를 가상공

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든 후에 고객

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의 수정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된다. 

코니카미놀타의 경우 LED 스탠드의 가상설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오피스 유저의 

사용 환경에 기초한 평가를 지수화해 이들의 조합이 가상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

고 점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후지제록스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간 15만 건에 달하는 고객의 의견을 전

기존 설계 프로세스

구상 설계 도면 도면 시제2시제1

Virtual 시제 프로세스

과제의 선행적 발견

구상 설계
Virtual
시제 

과제
대응

과제
대응

도면 시제

리코(Ricoh)의 Virtual 시제품 시스템  9

자료 : 리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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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동사는 전화, 전자메일, FAX, 웹 

사이트, 고객 만족도 조사, 담당자의 고객 방문 데이터, 고객의 내방시 코멘트 등 온

갖 다양한 데이터를 집약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 데이터, 불평과 칭찬을 여러 부서와 

공유하면서 영업 부문 이외의 개발 부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품개발자는 

자신의 제품 개발 가설을 이 고객 목소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제품 개발 가설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 데이터를 

폭넓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사한 단어를 같은 계열로 분류하거나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외하는 등 시스템이 기계학습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잘 반영하

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 결과 동사는 말단 사업 부문에서도 고도의 고객 인사이트에 

접할 수 있게 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재료의 낭비 절감

공장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정교화하면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이

고 가상가공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각종 재료의 낭비를 억제하는 전략도 IoT를 통

해 모색되고 있다. IoT 기반의 공장 에너지 관리(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는 기존의 수전·배전 설비의 에너지 관리와 함께 공장 생산 

설비의 가동 상황을 파악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와 달리 상대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는 공장 부지에서 바이

오연료, 태양광 등을 시스템에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공장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함께 공장입지 조건에 맞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실시간 발전과 전력 사용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히타치켄기의 경우 바코드로 부품 및 공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가공과 에너지 소

비 상황을 동시에 파악해 데이터를 축적·분석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이상 증가와 가

공의 불량 관계를 찾아내 절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히타치제작소는 오미카 

스마트 공장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전력의 직류·교류 전환 장치, 대규모 축전지

(ESS), EV 충전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2017년의 전력 사용량을 2005년 대비로 

48%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공장 내부에 설치된 센서로 설비가동 상황을 검토해서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사정을 고려해 판매 계획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생산 계획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타부치전기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공장에서 활용 하면서 발전효율을 실시간으

로 관리하고 있다. 발전량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면서 이상 징후에 조기 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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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낭비 억제형 가공 시스템에서도 IoT가 활용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미리 가공 

실험함으로써 금속 등의 재료를 정확하게 가공하여 재료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완

성품 공정과 연계된 재료 성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한 재료 성능을 실현하고 금속

의 과다 사용 등을 억제할 수 있다. 

공장의 건설 및 보수 효율 제고

가상공간에서 공장을 사전에 건설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공정 설계, 작업 방식 등을 

탐색하면서 효율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는 시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장의 가

상 건설 실험에서는 공장부지, 생산 품목, 생산량, 부품·소재, 물류, 각종 기계 등 

공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를 추출하고 상호연관 변수 모델에 기초해 공장을 

가상공간에 구축해 효율적인 공간 및 설비 설치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작업이나 운반의 효율을 높이고 창고 등 각종 공간의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 등이 

추구되고 있다. 기존 방식이라면 생산량 확충을 위해 공장 부지를 늘려야 할 경우에

도 기존 공장의 레이아웃 변경으로 작업 공간을 확보해 부지를 늘리지 않고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설비 위치, 생산방식(셀·라인), 공정흐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레이아웃을 탐색하는 

센서

미터

센서

미터

센서

미터

·전력량 

·전압 

·전류 

·온도

·습도 

·압력 

·유량 

·농도 

·생산량

·불량 

·시작, 정지

·가동시간 

·고장 

·경보 

수전·배전설비
계측 제어

FEMS

공조·위생설비
계측 제어

조명설비
계측 제어

생산설비 관리
계측 제어

Utility설비 관리
계측 제어

·전력 계측
·에너지 절약 진단

·에너지원 단위 파악
·에너지 최적화

·에너지 절약기기,
   시스템 도입,
   고효율 제어
·보수관리 리뉴얼

·전에너지(전력,
   수도, 가스)
·대기전력, 실전력
·생산량 계측 관리

수전·배전
에너지 관리

생산설비의
에너지 관리

FEMS는 기존의 수전배전 설비의 에너지 관리와 함께 공장의 생산설비의 에너지 사용 및 가동 상황도 
파악해 효율을 제고시키는 시스템임. BEMS와 달리 여유 있는 공장 부지에서 바이오연료, 태양광 등을 
시스템에 포함해서 활용하는 방향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10

자료 : 일본전기공업회(J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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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기존 공장의 경우에는 작업자나 설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생산흐름을 사전

에 관찰한다. 신제품용 공장 건설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사용에 한계가 있으나 기존 

생산라인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바꿔야 할 부분을 가상공간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실제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 신제품의 경우 공장 

가동과 함께 각종 애로가 사전적으로 해결되어 바로 양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IoT를 

활용한 공장 건설 기법은 초기 수율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재 생산 공장

의 경우도 Pilot 플랜트의 스케일 업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모의 공장 건설을 통해 일본기업들은 강점인 혼합 다품종 생

산 방식을 더욱 개선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마에다건설은 재화의 시간 축 흐름을 고려한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문

제점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본기업의 공장건설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동사

에 따르면 보틀 넥 공정과 각 공정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건축, 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있다. 천장 높이, 화물차 물류 공간 등을 포함한 레이아웃

을 가상공간에 구축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통해 마에다건설의 고객 기업은 예상되는 

생산 스케줄에 맞게 가상적으로 구축된 공장 레이아웃에 따라 생산하는 시뮬레이션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설비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포함한 3D 모의실험이 가능하다.

물류조업 시뮬레이션 공장조업 3D 시뮬레이션

- 재화의 시간 축 흐름을 고려한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틀 넥 공정을 발견해 
   사전에 문제점 파악, 이 공정과 각 공정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건축, 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레이아웃 결정, 천장 높이, 화물차 물류 공간 등을 포함함.  

- 예상되는 생산 스케줄에 맞게 가상적으로 구축된 공장 레이아웃에 따라 생산하는 
   시뮬레이션 실시, 설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포함해서 3D 모의 실험함. 

- 시스템 구축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 

마에다건설의 공장시설 시뮬레이션 기술  11

자료 : 마에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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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설 이후의 설비의 보수 효율도 중시되고 있다. 공장 내의 각종 기계와 설비의 

가동 현황, 차질 발생 정보를 센서를 통해 파악하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되

는 고장 및 차질 발생 시기 등이 예측되고 있다. 각종 생산계획을 감안하면서 기계 

장치의 상태를 고려한 생산 품목의 배분 변경 등을 통해 기계의 고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최적의 기계 부품 교체, 수리 등의 일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

료수 자판기의 보수 서비스 중소기업체인 ‘오토 비’는 센서와 통신 모듈을 활용한 IoT 

기반 보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판기 가동률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코마츠는 원격으로 건설기계의 가동 상황을 관리하는 KOMTRAX를 통

해 보수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개발 현장 자체의 모니터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코마츠 본사에서 전세계의 건설기계의 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 연수에 비

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계의 경우 일반적 경우보다 일찍 부품을 교환하거

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것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있다. 반면, 가동률이 낮은 경우는 

일반적 경우보다 부품 교체나 보수 관리를 늦추고 있다.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의 고장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적 대처에 주력하고 있는 것

이다. 코마츠는 이 KOMTRAX를 건설기계의 자율주행 시스템, 광산 및 건설 현장 전

체의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메이덴샤(明電舎)는 IoT를 활용해 오지에 있는 보수작업이 어려운 수력발전소의 설비

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고장 진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2016년부

터 개시했다. 센서나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함으로써 누수 등의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자에게 고장이 예상되는 정확한 시간에 보내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동률을 향상시키면서 보수 코스트도 줄이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NEC, 후지쓰 등 IT 전문기업들은 IoT를 활용한 인프라의 보수 관리 기술을 개

발 중이며, 지구온난화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 게릴라성 호우를 모니터링 하면서 수해

를 방지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후지쓰는 도시 하수관에 1m 간격으로 센서

를 부설하여 수위나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특정 지역의 홍수 예상 시간을 예측

해 주민 소개, 수해 방어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2. 부가가치 제고 

고객 니즈의 선견과 선대응

IoT는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영업, 기획, 개발 등 각 부서에서도 고객과의 연

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부서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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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직접적인 연결이라는 기반을 활용하면서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의 제고를 고민

함으로써 고객 Insight에 기반 한 혁신이 확대될 수 있다. 

일본기업도 IoT를 활용하면서 전사적으로 고객과의 연결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영업, 조달, 개발, 생산의 각 부문을 IT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정, 반제품, 제품 정

보를 모든 부서에서 공유하면서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초정밀금속가공의 유키정밀의 경우 모든 부서가 실시간으로 고객과 대화할 수 있

는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 제품을 즉시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품 개발 부문은 고객 기업의 구상 단계에 있는 제품 콘셉트에 맞게 도면을 

그리는 등 고객을 위한 선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IoT를 통한 속도 제고를 위해 고객이 구매하기 이전에 고객의 행동을 IoT를 통해 예상

할 수 있는 효과도 추구되고 있다. 모든 부서가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축적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분석 스킬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경우 고객의 패턴, 구

매 제품 및 구매시기를 예측하고 미리 생산, 물류를 준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제품 개발 후 양산까지의 시간을 줄이면서 시장을 석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부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 하면서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 

생산체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피드 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제

품 개발 즉시,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최근의 세계시장 구조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첨단제

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수요가 폭증한 후 급격하게 위축되는 Shark 

fin(과거의 제품 보급 이론과 달리 조기 수요자와 보급기 수요자의 구별이 애매해져, 

수요가 한꺼번에 확대 후 급락) 현상이 지적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 조기의 판

매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제품의 경우

에도 고객의 초기 반응 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

다. 그래야 고객 수요가 일시에 폭증한 후 급격히 소멸하는 최근 추세에서도 판매 기

회의 상실이나 제품 히트 후의 재고의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다. 

Asahi 맥주의 경우 IoT 기반에서 AI를 활용하여 제품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제품 부족에 의한 판매 손실, 재고 누적에 따른 폐기 코스트 부담이 큰 주류 업

계의 경우, 판매 예측의 정확도를 기계학습을 통해 제고하는 의미가 크다. 아사히맥

주는 공장 출하 데이터와 판매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한편 이 두 가지의 

과거 데이터와도 비교하고 있다. 신제품의 경우 초기 데이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예

측의 어려움을 과거의 판매 및 출하 데이터와 비교해서 비슷한 패턴을 추출하여 학습

하면서 예측 능력을 높이고 있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복수의 예측 방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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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하고 1주일의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어떤 규칙성을 중시하는 예측 방정식을 선

택할 것인지 수시로 변경하면서 결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예측 오차가 클 때의 원

인 분석이 쉽고 실패경험을 예측의 정확도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고객 주문 대응력 제고

IoT를 활용한 스피드 경영, 고객 니즈 선견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주문 생산 시

스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수준의 IoT 환경에서 완전한 주문 생산으

로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기업도 주문생산은 예외적인 상황이

다. 3D 프린터의 생산효율이나 속도의 향상, 코스트 절감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다만, 많은 일본기업들이 고객의 주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

해 IoT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객과 각 

부서, 각 부서간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고객의 세부 주문에 대응하면서 고객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IoT 활용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

라 기획, 영업, 조달 등 SCM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고객 주문

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 부문과 함께 마케팅, 물류 등 각 부문이 연계

되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주문 생산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강점인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 신속대응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주문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라인에

·도요타 iRoad의 주문생산화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해 시판

도요타의 3D 프린터 활용 1인용 EV주문 생산 시범 사례  12

자료 : 일본능률협회컨설팅,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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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범용품과 주문 생산품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생산계획을 자동 수정할 수 있고 수송 

중에도 배달 및 물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가고 있다. 

금형 업계의 아마존이라는 명칭을 받고 있는 미스미는 양산품인 카탈로그 제품을 1개

씩 주문 받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고객의 주문을 예상하면서 표준화한 반제

품을 미리 생산하여 1조의 800억 배나 되는 고객의 제품 요구 사양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당일 주문, 당일 납품이라는 초단기 공급 속도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스미는 고객과의 거래기반을 클라우드 컴퓨팅 베이스로 전환하여 SAP 산하의 미국 

Ariba의 구매 서비스와 카나다의 OpenText 그룹의 GXS의 전자상거래(EDI)를 연계

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스미사의 차세대 플랫폼 준비실 담당부장인 카네다(金田博

之)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015년 11월에 개최된 「Enterprise World 2015」에서 공

표한 바에 따르면 전자 카탈로그를 사용한 제품의 검색 및 선택에서 ERP 시스템을 통

해 발주, 발송 확인까지를 자동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고객으로서는 동사에 대한 발주 및 조달 업무가 간소화되는 이점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요타자동차도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부품 기업인 카프쿠사와 협력해서 1인

승 EV(1회 충전 50km 주행)인 TOYOTA i-ROAD의 판매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저스트 인 타임 생산 방식을 장기적으로 주문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주문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을 기획하는 Prosumer 환경을 제공하는 사례도 나와 있다. 이

들은 생산, 물류 부문과 실시간으로 연계된 판매 거점, 웹 사이트 등에서 고객이 원

하는 제품을 선택 하고 제안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Panasonic은 웹 상에서 

간편하게 시스템 키친을 주문 생산할 수 있는 ‘WEB 하우즈’ 서비스를 10만개가 넘는 

공무점에 제공하고 있다. 모든 소재를 3D 설계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Tab PC로 고객과 대화

하여 설계하고 결과는 바로 공장으로 전달된다. 

고객의 선택 범위와 추천 기능을 확충하는 기업도 늘어

나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여행 등 각종 서비스도 모

듈화 되고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 패키지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모듈의 조합을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고객의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밴더스넛치라는 벤처기업의 경우 소재 가공, 

재단, 봉제 등 의류 관련 공장 200개를 IoT로 네트워크

화해 1개 및 소규모 주문 생산에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

가 옷이나 장식품을 그림 등으로 간단하게 디자인 한 

주문제작한 단추, 개당 
630엔(100개 주문 기준),
브라우스 5,000엔(20장 
기준), 개인의 소비용과 
함께 소비자가 주문 
생산하여 인터넷 판매하는 
것을 지원, 1개 주문도 가능 

1. 상답 문의

2. 1차 견적 

3. 사양 결정

4. 정식견적

5. 샘플 제작비 입금 

6. 샘플 제작 

7. 생산용 입금

8. 생산

9. 검사 및 납품

주문제작 과정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밴더스넛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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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3D 데이터로 가공하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이 

생각한 디자인의 옷이나 장식품을 여러 개 생산하여 인터넷 판매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연계된 공장의 가동 상황을 시간 단위로 파악해 최적의 생산, 물류 경로 

탐색한다. 이 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10만엔 정도로 소비자도 개인 브랜드 판매 사

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객 가치 제고

IoT는 단순하게 자동화,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을 고도화시키고 재화가 각 수준에서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재화에 단순히 

물건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일본기업들도 지능형 개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가 아닌 새로운 로봇카로 규정되면서 기존 제품의 콘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것처럼 운동화나 옷, 가전제품도 지성을 가진 새로운 제품 콘셉트로 혁신되기 시작했

다. 샤프가 2015년 말에 출시한 전자레인지는 잡담 및 대화가 가능하며, 유저의 습성

을 파악해 맞춤 서비스를 생각해서 제공한다. 

이러한 제품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에코 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하다. 제품과 제품 및 

인간과 제품의 연결 효과를 기반으로 에코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품질 

향상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는 유저의 음악 취향을 파악해 적절한 

스피커 제품의 판촉 이벤트를 소개하거나 내일의 드라이브 전에 스스로 상태를 점검

하면서 아침에 문을 여는 부품 가계를 조언하는 기능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동차

의 에코 시스템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서비스가 포함되

고 있다. 파나소닉은 도요타와 제휴해 유저가 자동차로 귀가할 타이밍에 에어컨을 조

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와하우스와 HEMS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절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품의 스마트화에서 일본기업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코토즈쿠리(체험 만

들기)이다. 제품의 가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체보다 연결의 가치도 제공되는 체

험 만들기(코토즈쿠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히타치는 명찰형 IoT 디바이스, 비콘으

로 사람의 이동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동사는 이를 활용해서 유통

점에서의 인원 재배치를 AI가 조언해 15%의 매출 확대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히타치

는 IoT 시스템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실적을 올

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 IoT를 활용하고 있다. 

파나소닉의 경우도 IoT 전략에서 △에너지 솔루션 △ IoT 로봇틱스 가전 △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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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점포 및 접객 솔루션 △ 차세대 물류 반송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 센서, 

UI/UX 기술을 강화하면서 최종 고객 측면의 체험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히, 가전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등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진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

니라 고객의 새로운 코토즈쿠리를 먼저 구상하고 여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다음으

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드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3. 신사업 개척

IoT는 기존 생산시스템이나 제품을 진화시켜 생산성과 고객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새

로운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 공장이나 제품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AI, 3D 프린터,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기자재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

다. 또한 각 기업들이 Io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T 솔루션에 대한 수

요도 확대될 것이다. 여러 산업에서 고객과 기업, 기업 간을 연결하는 각종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전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서비스를 창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블

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화폐와 같이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는 비즈니스가 다양

한 형태의 신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IoT화 지원 솔루션 비즈니스

기존 기업들이 IoT를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

는 데에 도움을 주는 IoT 솔루션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IT 전문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기업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시

스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공장뿐만 아니라 유통점, 농장, 자치단체 등에서도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

옷을 세탁하고 자동으로 서랍에 정리하는 로봇형 세탁기  laundroid 

파나소닉의 로봇형 옷 정리 가능 세탁기  14

자료 : 파나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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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

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서 기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IoT가 중

요해지고 있다. 

실질적 가치 측면에서는 고객의 구매 예측 및 촉진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농기계 제조기업인 쿠보타의 경우 고객인 농가를 대상으

로 2014년부터 농업지원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농기계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경작지별로 최적의 농사 작업 시기, 방법을 조언해 품질 향상 및 생산량 확대

(평균 15%)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모품의 보수 및 생산 준비를 돕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에 의한 농업 진출도 활발한 편이지만 기존 개인 농가의 경우도 쿠보타의 클라우

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점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창조를 지원하는 비즈니스도 나오고 있다. IT화가 상대적으로 부진

했던 아날로그형 산업이 IoT를 통해 효율 향상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고 있

으며, 일본의 IT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있다. NEC는 의류업체인 군

제와 함께 스마트 의류를 개발했다. 이는 전도성 섬유를 활용해서 의류에 미세한 배

선이 포함되고 있으나 세탁이 가능하고, 유저의 자세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소비 칼로

리를 측정할 수 있고 심박수 등의 신체 모니터링도 하면서 유저의 자세 교정 등을 제

안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HITACHI는 병원을 상대로 MRI, CT 등의 의

료 장비를 판매한 후 이들 장비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해 왔으나 환자 빅데이터를 AI

로 분석하면서 환자 진단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HITACHI는 각 기업

이 B2B 혹은 B2C 비즈니스에서 IoT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면서 보다 효율적으

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IoT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기초로 각 산업 및 기업

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확대 중이다. 

공유경제 신사업

IoT 기반의 확충과 함께 개인의 Prosumer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개인이 능력이나 자

산을 활용한 셰어링 관련 뉴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사

업도 등장하고 있다. IoT로 공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뉴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 노동력, 전문지식, 자금 등의 각종 재화

를 공유하려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 시키는 거래 비용이 IoT로 인해 절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센서, 빅데이터, AI,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유휴 자산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이나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다. 저출산 인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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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해 고령자, 여성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과 서민층 임금의 정체 장기화 등이 이러한 셰어링 관련 사업의 성장 배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셰어링 비즈니스 유형이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

다. 예를 들면 카셰어링의 Timescar(30분 전 예약 가능, 공항 및 역 주변에서도 가

능), Notteco(장거리 동승형), 인력 매칭의 Anytime(집근처의 시간제 일상 도움), 

visasQ(1시간 단위로 전문가의 조언을 중개하는 컨설팅 매칭) 등의 벤처기업이 IoT

를 활용하면서 사업을 확대 중이다. 공간 셰어의 akippa(15분 단위로 개인 주차장 일

시 이용 중개), spacemarket(기업의 회의실, 강당 등 시간제 이용 중개), 클라우드 

펀딩의 LuckyBank(부동산 담보 특화 융자), READYFOR(창조적 프로젝트별로 지

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업으로서 Gaiax가 있다. 이 회사는 수많은 셰어링 사업자

와 제휴 하면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C2C)하는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개인 인증 서비

스를 제공 하여 상거래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과 스

마트폰을 연계하는 디지털 ID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스마트폰 이외의 생

체인증, 새로운 IoT 단말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모색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

으로 셰어링 서비스 이외의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다. 동사는 확보하기 시작한 각 개

인의 속성, 전문성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강화할 전략이다. 

A사 B사 C사

개인

인증 인증 인증

셰어링 ID 시스템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 보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름, 사진, 
주소, 면허, 
…

이름, 사진, 
주소, 면허, 
…

이름, 사진, 
주소, 면허, 
…

블록체인

스마트폰과 함께 지문, 망막, IoT단말, 
 미지의 UI로 다양화

디지털 ID 인프라 활용해서 셰어링 
 서비스 이외로 확장, 개인에게 각종 

  포인트 서비스, 개인의 회계 및 
   각종 신고 업무 부담 경감

셰어링 비즈니스 뒷받침하는 디지털 ID 인프라 기업 지향하는 Gaiax 15

자료 : Gaia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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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

IoT는 기존 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의 간편화, 복합 솔루션을 용이하게 하면서 신에

너지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도 홈오토메이션의 기폭

제로서 에너지 솔루션 뉴비즈니스를 주목하고 있다. 

전력망 신사업 측면에서는 전력 자유화와 함께 절전 인센티브를 거래하는 네가와트 

사업, 다양해진 분산 발전 사업자를 결합하는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IoT를 활용해서 VPP 실증실험(2016년도 예산 40억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도쿄의 지역기업인 ‘민나노전력’은 세일즈포스사의 간편 클라우

드 플랫폼을 활용해 지방자치체, 가정을 대상으로 한 VPP형 전력 소매 솔루션 

enection을 '16년 3월부터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동사는 고객관리, 요금계산, 전력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olution)의 진화를 도모하는 기업들에 의해 

뉴비즈니스가 개척되고 있다. IoT는 BEMS 구축의 편리성, 간편화에 기여하며, 중소형 

빌딩에서도 대규모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안 등 추가적인 솔루

션의 복합화도 용이해진다. 후지쓰의 클라우드 기반 BEMS인 Enetune는 기업이나 자치

단체가 여러 거점의 BEMS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HEMS(Home Energy Management Solution)의 경우도 IoT를 통해 핵심적인 고객 

<날씨정보>

일기예보, 일사량

<전력데이터>

자동 DR, 축전지, 
태양광 등을 통해 
무리 없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환경 오염 
삭감 

HEMS 통해 의료, 건강, 
교육, 돌봄, 방법, 방재 
서비스 

안심, 쾌적, 편리한 삶 
실현 

자동 DR, 분산형 전원의 
수급조정 시장에 참여 

재생에너지 불안정성 
제거 

스마트 미터

태양광, 전기차, 히트펌프

<에너지 창조 및 축적>

<스마트가전>

에어컨, 세탁기, 조명

기능·효과

사회적
과제 대응

환경친화 QoL 향상 전력망 안정화

히타치, 파나소닉, NEC 등의 전자기업, 도쿄전력, KDDI, 동경 대학  등이 협력해서 HEMS도장을
설립해 스마트가전, DR의 방향 등을 모색 중, 에너지 관리뿐만 아니라 미용, 방법, 돌봄 등 
삶의 질 향상 기능을 중시

HEMS

‘HEMS도장’사의 HEMS 사업 추진체제  16

자료 : HEMS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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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추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HEMS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IoT 확산의 

호기를 맞아 각국 기업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강화 중이지만 가정 시장 보급은 부진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이 다양한 전자기기와 전력을 제어하는 

HEMS Controller에 주력하고 있다. VPP, 네가와트와 같은 전력시장의 IoT화, 뉴비

즈니스와 연계된 HEMS를 통해 가정에서 전력을 절약하거나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함께 방범, 헬스케어, 컨텐츠, 전자상거래 등의 부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반 비즈니스

완전 자율주행차의 보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부분적 자율주행, 특정지역내의 

자율주행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동차의 정보 단말기화가 장기추세이며, IoT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을 선행적으로 실현하는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이 건설 현장 등 사적 공간에서 조기 사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무인물

류, 짧은 거리의 공간에서 경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는 무인주차 및 무인 픽업, 학교

내 무인 순회 버스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IoT 센서와 무인자동차가 사적 공간 내에

서 자동적으로 통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간이 간여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수송, 

물류,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의 코마츠는 자사 건설기계에 센서를 탑재하고, GPS,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등을 활용하면서 무인 트럭 사업을 전개 중이다. 고객 현장 전체의 안전

과 생산성의 제고에 주력 중이다. 야마토운수는 DeNA와 제휴해 국가전략특구에서 

무인 택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인 이온은 자사의 대형 유통 시설에서 

고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을 활용해서 주행과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자동차

의 Connected Robot화에 따라 자동차와 각종 재화의 연결(V2X)로 다양한 사업을 전

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물차 등의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음주 등의 

징후가 포착될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차단하는 기능 등이 개발되고 있다. 도요

타와 닛세이보험은 센서로 확인된 주행정보를 평가하면서 평가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도난 방지나 IVI(In-Vehicle 

Infotainment System : 차세대 차량 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단

말기에 음성 조작·화면 전환, 음성 낭독 서비스, 원격 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드, 라이드 셰어(도요타는 우버와 제휴)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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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IoT 디바이스의 확산은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 없는 분야의 비

즈니스도 가능케 한다. 일본기업도 자율주행차의 비 주행 관련 뉴비즈니스를 확대할 추

세에 있다. 자동차 주행 정보를 활용해서 도시 계획 등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고령자 모

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다른 자동차 및 건물 도로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기능,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된 건강 모니터

링 서비스, 전력저장 및 공급, 핀테크 기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일본의 벤처기업인 GMS(Global Mobility Service)사는 필리핀에서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도 심사 없이 할부로 자동차, 3륜차, 오토바이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IoT 차

량 판매 및 유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자동차 구입자의 대금 지불 상황, 주행 

상황을 센서로 모니터링 하면서 요금 변제에 지체가 생기면 차량을 원격 제어로 정지

시켜서 GPS로 확인된 위치에서 차량을 회수하게 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기

관의 Loan을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할부판매하고 요

금도 휴대폰 요금 징수 인프라를 활용해서 월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뉴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드론 활용 비즈니스

드론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공중에서 화상을 촬영 하는 센서의 기

능이 고도화되면서 응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드론이 탑재한 화상 센서와 

AI, 빅데이터가 연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각종 경비 업무 지원, 기계나 인프라의 내

구성 관찰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이나 물류 혁신도 모색 중에 있다. 

경비 및 정비 사업 측면에서는 드론에 탑재한 화상 센서의 정확도 향상이 효과를 보고 

있다. 센서, 모터 제어, GPS 등의 개선과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공중 화상 기능의 

원격제어 차량정보
송신

차량제공
서비스

요금

지불

차량 조달

대금 지불

차량 선정

MCCS

독자개발 원격 제어기기

GMS 플랫폼 시스템(핀테크)

이용자

심사 면제

금융사

자동차사

자동차사

자동차사

모니터링

이용자 MCCS

요금 지불

GMS의 자동차 클라우드 관리 사업  17

자료 : 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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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드론은 화상 센서와 함

께 AI, 통신 기능 등을 갖춘 일종의 로봇으로서 기능

하고 있다. 일본 유수의 경비회사인 ALOSK사는 태

양광 발전 패널의 감시 점검 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하

고 있다. NEC는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교량 등의 인프라의 점검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동사는 해머로 교량을 치면서 내구성을 검증하

는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머지 않는 장래에는 드론이 건축물의 도장, 각종 설

치 작업까지 수행하면서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

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LAC사가 개발한 드론

은 자동차의 외부를 닦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제조·건설·농장 효율화에도 IoT와 연계된 드론이 

활약하기 시작했다. 드론을 활용해서 제조, 건설, 농

장의 작업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효율성을 개

선하는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도요타 계열의 자동

차 부품 기업인 덴소는 드론에 탑재 가능한 초소형 

RFID Reader를 개발해 창고에서 재고 상황을 순식

간에 점검할 수 있게 했다. 히타치는 드론으로 제조 

현장의 3D 지도를 작성해 근로자의 움직임이나 동작

을 효율화하는 노하우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철소에서 숙련공이 눈으로 대략 확인했던 원료 재고량(산더미)을 드론이 화상 데이터

를 계산해 순식간에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코마츠는 다음 그림처럼 드론을 활용해서 건

설 현장의 흙의 굴삭 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 현장 관리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물류 혁신 측면에서도 일본기업이 아마존처럼, 드론을 수송수단으로 활용하

는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비상 용품을 섬으로 배달하는 사업 등이 추진되

고 있다. 히타치조선은 중천정위성과 드론을 연계한 물류 사업을 큐슈본토와 섬 사이

에서 추진 중이다. 

IoT 기반 헬스케어 신사업

웨어러블 기기, 센서, IoT 플랫폼 등을 활용한 소비자 건강 모니터링 등 헬스케어 서

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 센서,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을 통

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생활습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

LAC사의 자동차 닦는 드론  18

자료 : LAC사 홈페이지

- 드론을 활용한 정확한 측량과 3D 데이터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시공 이전에 정확한 건설 범위, 토량(土量) 을 측정

- 공정 진척 상황도 드론을 통해 확인하면서 전체 공정의 생산성 
   향상, 건설기계의 자동주행 등 가동 효율화에 주력 

현재 지형(3D) 완공후의 지형(3D)

시공하는 정확한 범위 표시

흙 굴삭, 축적량

진척 상황 표시

코마츠의 스마트 건설 현장 서비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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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의료 기관 및 전문의를 소개 받는 서비스 

등이 추진되고 있다. 

미쓰비시화학의 경우 드럭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간편하게 채혈해 바로 검사회사에 송부

하고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전달 받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 매출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 벤처

기업인 FiNC는 각종 검사 데이터, 생활습관 앙

케이트, 고객의 생활데이터 등을 기초로 최적의 

다이어트 플랜을 스마트폰으로 제안하고 있다. 

IoT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자체를 지원하는 서

비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각종 데이터, 각

종 치료 기록, 최신 의학 정보 등을 기초로 의료 

기관이나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추진

되고 있다. Exmedio는 전문의와 일반 의사 사이의 진료 지도를 지원하는 D2D 플랫

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사의 중개 플랫폼은 의사들이 피부, 눈의 화상 데이

터, 문진표를 보내면 24시간 이내에 전문의의 조언을 전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커뮤니티와 연계된 사업도 나오고 있다. 기업이나 지역정부 차원에

서 개인의 건강, 생활습관을 모니터링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 8월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IoT 디바이스와 연계 헬스

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체중계 형태의 신체 계측기를 통해 체중, 체지방, 

BMI, 기초대사 등을 측정 후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전송함으로써 고객에게 효

율적인 운동과 식사 메뉴를 조언하고 있다. 

Ⅲ. AI, 로봇, VR과의 연계 혁신

1. AI를 활용한 혁신 

분산형 Edge Computing 기반 AI의 강점 추구

IoT 시대의 센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각종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I가 중요한 역

- MRI 고장 징후 진단 서비스 : 각종 장비의 고장 원인을 
   정밀하게 검출 
- 검진차의 의료 화상 전송 서비스 : 클라우드 경유로 검진 
   시설에 화상을 전송 
- Vendor Neutral Archive :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일괄 관리 
- 향후 원격 진료, AI 진단 지원 등 강화

IoT 플랫폼 Lumada

하드웨어

디지털

크리닉

데이터

헬스
지역포괄

케어

원격

의료 의사결정

지원

통합 플랫폼을 헬스케어에 적용

Hitachi의 IoT 통합 플랫폼 Lumada 활용 헬스케어     20

자료 : HITACH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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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글로벌하게 장악한 

미국계 IT 기업이 빅 데이터 분석에서 우위에 있고 대량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형 AI

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일본기업으로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 

데이터 활용 AI 시장에서 경쟁해도 승산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일본기업의 AI 전략은 이러한 빅 데이터 분야보다도 공장이나 공작기계 차원

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클라우드 컴

퓨팅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분야에 주력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이나 IT기업, 공작기계 업체 등이 최근 주목하고 있

는 것이 분산형 Edge Computing 기반 AI라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은 IoT 시대의 컴퓨팅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클라우

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컴퓨팅 트렌드가 다시 분산형 컴퓨팅

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일본기업은 각종 단말기

의 컴퓨팅 기능이 통신을 연계해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집중 처리될 

경우 통신 속도 등 각종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것을 경계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는 방안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등에서 도처에 센서를 부설하여 AI를 통해 효과적인 판단을 내

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만으로는 실시간 응답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서버의 필요 용량 폭증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일본기업은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형태

로 단말기 차원 등에서 AI 처리를 할 것을 중시하고 있다. Edge(단말), Fog(기지국 

등), 클라우드(데이터 센터) 간에서 정보전달, AI 판단 등을 분담해 실시간 처리의 성

능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IoT시대의 3층 구조로 이루어지는 컴퓨팅 환경 속에서 일본은 Edge, 

Fo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주력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기업은 클라우드 컴

퓨팅 측면에서 미국 IT기업에게 뒤처진 데다 센서 등 하드웨어의 강점과 결합된 단말 

차원에서의 컴퓨팅, AI에서는 일정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일본의 강한 제조 기업체를 중심으로 자사 개발의 AI를 기초로 한 분산형 

AI 구축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FANUC는 로봇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를 여러 기계를 묶은 Fog층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벤처기업과 협업), 딥 러

닝을 활용하면서 기계의 이상 등을 감지하는 학습 기능을 자사의 자동화 기계에 탑재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산형 Edge 컴퓨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절전 성능이나 계산 능력

의 향상 등 과제도 많다. Edge, Fog, Cloud 간의 분업 체제, Edge 서버(Fog 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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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이 과제가 된다. NTT는 딥 러닝을 탑재한 Edge 서버를 5G 기지국에 설치하고 

자율주행과 함께 다양한 IoT 서비스를 개척할 전략으로 있다. Edge 단말기 차원에서 

수집 및 처리된 도로 상황(신호등이 바뀌었다는 등) 등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는 일이

일이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보내지 않고 단말기 차원에서 처리하고 ‘축구공이 뛰어나

온 다음에는 애들이 도로에 뛰어나올 수 있다’는 등의 중요한 운전 경험이나 노하우

에 관한 지식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물론 5G를 통

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자동차간, 자동차와 사물 간에서 고속으로 

통신함으로써 Edge, Fog, Cloud 간의 데이터 전달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겠지만 NTT

는 이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처리의 실시간 분담의 설

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AI의 활용은 시작단계이며, AlphaGo의 성공으로 인해 일본기업 현장에서도 

그 효과가 과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본기업은 고유의 영역 개발에 주력하면서도 일

반화에는 신중한 자세도 보이고 있다. 딥 러닝 등 현재의 AI 수준은 기본적으로 통계 

모델에 기초하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경험치를 얻더라도 그것

은 보편적인 랜덤 샘플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구

Fog

Edge

Edge Server 
운전지원
정보송신차량정보 송신

도로정보 송신

정보수집·해석 엔진

다양한 정보수집 기술과 
딥러닝 활용한 정보해석 및 
학습

실시간 처리 기반

카메라 화상이나 차량 
정보를 실시간 처리 가능한 
분산 Edge Computing 
기반 

복수 무선 Access

패켓을 분산, 다중화해서 
송신해 고신뢰, 고속화

주변
정보
송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비자율주행차

도로 인프라 설비

모바일 Access NW광 Access NW

보행자

카메라

인터넷

광역
다이너믹 맵

AI 다이너믹 맵
화상인식

교차로 정보 같은 것은 Edge, Fog에서만 처리, 고도의 AI제어 사고 방지 학습 경험의 경우 
클라우드로 전달해 각 영역에서 널리 활용 

도로정보
수집

NTT의 Edge Computing 기반 자율주행 모델  21

자료 : 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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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Edge Computing 전략

- 클라우드에서 하향 Edge로 부가가치가 이동하면 제조업이 강한 일본에 이점, 어떠한 오픈화 전략으로 Architecture
를 구축할 것인지가 관건

- 무수한 센서와 단말기를 안전하게 관리·제어하고 가상적으로 최적의 장소에서 분산처리를 하는 Fog 미들웨어나 네
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통제하는 SDN 등 신영역 개척이 중요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조합에 구애 받지 않고 
   도입 가능함. 

·IT 벤더 등의 비즈니스 범위 확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창출 

·Edge 처리의 도입 등 부가가치 창출 딥러닝 
   등의 활용, 분산화

·기기 벤더 등의 비즈니스 범위 확대

스마트공장 개념 Industry 4.0 일본판 스마트공장

SIEMENS

SIEMENS

SIEMENS
제어계

기계기업

SIEMENS

IT 벤더
(히타치, 후지쓰,

외자 등)

오픈화

SIEMENS시스템 설계자

업무, 계획
시스템ERP 등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제조 실행 시스템
MES

제어 시스템
PLC

FA기기
기기 벤더

(미쓰비시전기,
옴런 등)

공장 유저

IT계

제어계
(공장내)

카스타마이즈

Edge Computin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의 개념     22 

가상화로
모두가
정보 
처리화

통신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Edge

·대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고성능 단말

·대용량이면서 
   고신뢰의 신속한 
   통신 실현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 처리 
   구조를 최적 구축,
   고속 처리

·개별 디바이스로
   주변 환경 정보 
   활용 가능  

·클라우드와 Edge 중계, 
   지능적으로 분산 처리
   (라우터, 분산 클라우드)

·Fog가 선정한 
   데이터를 대량 
   고도 고속 처리 

·고속무선통신 
·다빈도 소용량 
   통신

·광 배선 
·초고속 무선 통신(테라 
   헬츠 대역 개척)

·광 배선

·차세대 블록체인  
·의미 이해(AI엔진)

·집단지능 AI   
·기기관리 

·대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고성능 단말

·Fog 전용 마이크로 
   클라우드 
·분산 스토레이지
·고주파 디바이스 

·차세대 PC, 
   스토레이지
·뇌형 컴퓨팅
·非 노이먼형 

Fog Cloud

실시간 처리 패치 처리

· 

Security

·각 층에서 기술별로 
   보안을 의식한 설계
   (Security by Design)

·각 층에서 각각 요구되는
   Security 기술 (신기능
   암호, 사이버 공격 
   예측기술, AI 활용 
   Security 기술)

Fog에서 Cloud측과 Edge측이 처리하는 데이터 분배

실시간 처리

기기인증

목적에 맞게 기동적이고 유연하게 가상화 
컴퓨팅 계층을 구축(SDN, NFV)

패치 처리

Edge Computing 위한 요소 기술 전략     23 

주 :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201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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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아무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구 몇 바퀴 자율주행 실험을 한다 해도 이 경험 

지식을 서울이나 뉴욕, 동경 등의 도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공장이나 기업 전체 차원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의미와 활용한

계를 고려하면서 데이터 수집 방식의 개선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고객과의 대화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연령대나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인식

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질문하거나 하면 기계가 인식하기 쉬

운 목소리를 가진 오퍼레이터가 고객의 말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고

객과의 대화 데이터의 의미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6].

Deep Learning 보완 기술 개발

딥러닝의 등장이 AI의 응용분야를 확대했으나 판단 근거의 블랙박스화, 대량데이터

의 필요조건 등 한계도 존재하며, 일본기업은 이러한 Deep Learning의 약점을 보완

하는 방향에서 AI 기술의 개발에 주력 중이다. 

컴퓨터상에 인간의 신경망 세포와 같은 회로를 만들고 분석 및 예측 하는 딥 러닝은 

기존의 기계학습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된다. 다만, 이는 인

간이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이나 추론의 이유를 인간이 알 수 없는 Black 

box 문제가 존재한다. 알파고와 이세돌씨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패배했을 때 범했던 

악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알파고 개발자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딥 러닝의 판단의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블랙박스 문제는 AI가 완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

료, 자율주행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이러한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의 구조에 알기 쉬

운 White box를 혼합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딥러닝의 활용은 필수이지만 일본

기업은 인간이 만드는 규칙 베이스의 AI와 혼합해서 사용해 인간에 의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도요타자동차 AI 연구거점(TRI)의 Gill 

Pratt CEO는 규칙 베이스의 AI와 딥러닝을 혼합해서 AI의 예측성을 높일 방침이라

고 언급하고 있다[7].

또한 일본기업은 딥 러닝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활용해서 학습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도 소요되는 등 데이터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도 중시

하고 있다. 사실, 딥 러닝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며, 적은 데이터로 

분석, 결정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불리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벤처기업인 UBIC는 학

습과 평가를 하는 독자적 인공지능을 개발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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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모방대상의 적은 데이터라도 인간에 의한 판단의 배경인 암묵적인 지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NEC는 화이트 박스형 AI인 이종혼합학습기술을 2012년 개발했다. 이는 잡다

한 데이터에서 복수의 예측 모델을 자동적으로 작성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예측 모델을 자동으로 갱신하고 예측 능력을 높이고 있다. NEC의 

기술을 적용한 오바야시구미의 전력수요 예측 모델에서는 30분마다 예측식을 갱신

하고 상황에 따라 날씨 요인 등을 중시한 모델로 자동 교체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NEC가 2016년 5월에 개발한 분산형 기술에서는 데이터를 복수의 컴퓨터에 

랜덤하게 배정하여 각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예측 모델을 작성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대의 서버가 각 컴퓨터의 결과를 통합한 후 다시 각 컴퓨터에 결과를 배

정해 다수결 방식으로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정교한 방정식 모델로 진화하면서 AI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있다.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AI의 현재 수준에는 한계도 있지만 일본기업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업무 개선에 

활용하면서 AI의 가설 창출 능력 등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AI를 활용

한 업무 전반의 개선 과정에서 AI의 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캐논은 오이타현의 자사 공장에서 AI를 활용한 완전 자동 공장의 가동(2016년 4분기 

목표)을 준비 중이며, 여기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거점도 운영 중이다. 

캐논은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는 각국 제조 기업에게 실시간 SCM 자동화 등의 솔

기계학습

이종혼합학습

이종혼합데이터

사람이 변수, 모델 설정 

예측 모델, 조건 설정

딥러닝(정확하지만 Black Box)

정확, 예측 근거 가시화

NEC의 분산형 이종혼합학습기술  24

자료 :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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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을 판매할 방침으로 있다. 

소니의 경우 지난 5월에 미국의 AI 전문기업인 Cogitai사에 출자해, 환경에 따라서 

학습과 행동을 조절하는 Continual Learning(계속학습) 기술의 개발에 주력할 방침

이다. 이 AI는 현재의 상황이 이미 아는 지식인지, 모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따라 행동이나 학습의 전략을 바꾸게 된다.

히타치의 경우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에 있어서 AI의 가설 설정 능력에 주목하고 있

다. AI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가설 설정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판단으로 실질적으

로 활용해서 효과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AI에는 질의응답형, 패턴 식별형, 운전 판

단형이 있는데, 히타치는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운전 판단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의 개척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히타치는 제조업의 운전자금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원료, 제품 재고를 여유 있게 하면 자금 부담이 생기고 재고를 적게 하

면 납기 지연, 장비 고장 등의 CCC(Cash Conversion Cycle) 악화 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히타치는 실시간으로 기업 활동을 AI로 분석해 30분마다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적정재고를 관리하거나 예비보수를 실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히타치는 창고의 Picking 업무에 있어서 물건이 고정되고 근로자가 움직인다

는 상식을 파괴해, AI가 다음 날의 수주 상황을 판단해 물건이 들어간 Lac의 위치나 

레이아웃을 매일 변경하여, 작업 과정에서 로봇이나 인간이 부딪치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Smart Logistics를 구축해 생산성을 10% 이상 향상시켰다. 

히타치는 또한 AI를 활용해서 콜 센터의 수주 확대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콜 센터의 

오퍼레이터에 센서를 부착해서 관찰 하고 수집한 행복도 측정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휴게 시간 중의 활성도가 수주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히타치는 

같은 연령층끼리 대화를 촉진 하는 휴게실 레이아웃으로 개선하고 잡지의 배치, 공간 

디자인 등을 개선함으로써 콜 센터의 수주 비율을 13%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2. 로봇의 진화 

IoT 활용한 공장 로봇의 효율 제고

IoT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이나 물류 혁신 과정에서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인간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면서 인간을 위협하지 않

는 품질 수준의 혁신도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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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공장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그러한 일본기업 입장에서 

보면 IoT화가 몰고 오는 트렌드는 기존 제품의 경쟁우위 요소를 약화시킬지도 모르

는 위협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방적인 IT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

던 로봇 산업의 글로벌 강자인 FANUC 등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폐쇄성이 강했던 공

작기계 및 공장용 로봇 산업에서는 IT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각사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기계의 지능 수준 향상에 주

력 중이다. 

원래 공장용 로봇은 각사의 독자 규격과 사양이 강했지만 로봇이 Cloud 혹은 Fog와 

연계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의 향상을 모색할 경우 오픈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

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IoT화 과정에서 규격이나 사양의 오픈 플랫폼화가 진행되

기 때문에 수많은 협력기업이나 거래처와의 협업의 효율성 제고가 과제가 된다. 

세계최대의 공장 로봇 기업인 FANUC은 시스코, 록웰 등과 제휴하고 일본의 AI 벤

처기업 등을 활용하면서 공장내 Fog 기반의 인공지능을 개발해 이를 탑재한 로봇 시

스템을 구축했다. FANUC는 다른 기업이 FANUC 공장용 로봇 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는 앱을 작성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로봇 기계 기업뿐만 아니라 IT 전문 기업의 경우도 공장용 로봇과 연계된 솔루션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IT기업은 딥 러닝을 통해 로봇의 지능 수준을 높이고 생

산, 물류, 판매 등 SCM의 효율화와 로봇을 포함한 공장 IT 솔루션의 신규수요 개척

에 주력하고 있다. NEC의 경우 로봇을 제조하지 않지만 공장 전체의 투명화, Smart 

Factory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동사는 로봇의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클라

우드 상의 설비 가동 현황 분석 시스템 등을 개발하면서 로봇 기업 등과 제휴를 강화

하고 있다. 

FANUC의 AI 탑재 IoT화 로봇 활용한 Field System

FANUC의 시스템은 공장용 로봇에 소요되는 앱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하고, 넷 경유로 업

데이트할 수 있다. 원격 조작이 가능한 공작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규칙을 배우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인간보다 먼저 품질 문제 등의 변화를 감지한다. 기계끼리 배우고 숙련 근로자의 스

킬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의 효율적 배치, 소프트웨어 변경 등의 사전 작

업을 통해 시작부터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습 시키는 데이터 선택 작업의 개선, 개체(부품의 사이즈 불균형 등) 및 환경 차이를 감안하

여 작업을 효율화하고 있다. 잘못된 학습 및 과잉 학습의 폐해 억제나 예상외의 오작동 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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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기업인 덴소는 6축 로봇의 제어나 기기간 통신 등의 분야를 개발하며 부

족한 경영자원은 기업 제휴 전략으로 보완하고 있다. 동사는 로봇이 공정에 따라 소

프트웨어를 전환하는 각종 작업을 클라우드 컴퓨팅 상에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했다. 도시바의 경우 사출기 등의 고장 예방 보수를 위한 빅 데이터와 M2M에서 제

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PLC(Product Life Cycle) 등 제어기기, 

M2M 등에서 제휴 전략을 강화하면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매개로 제조현장과 경영을 연결하는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로봇의 활용 범위 확장

로봇이 IoT화되고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공장에서 보다 유연한 기능을 갖게 되면 

이러한 로봇을 공장 이외의 물류나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험한 공

장용 로봇이 사람들이 오가는 서비스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지

만 유연성을 높인 로봇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로봇용 인공지능의 고도화, Arm 부분의 유연성 및 청결성 향상, 카메라 센서의 성능 

향상 등을 통해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이 확대 중이다. 이를 위해 일본기업은 다양

한 분야에서 세밀하게 근로자와 공동 작업하는 데 부담이 적은 컴팩트한 로봇 설계, 

보다 섬세한 손의 움직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물류 현장에서 부품이나 제품을 한 개씩 세밀하게 잡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

으며, MUJIN사는 다른 회사의 로봇을 지능화시키는 컨트롤러를 개발했다. 약하고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을 취급하는 로봇도 등장하고 있다. FANUC이 개발한 로

봇은 장착된 2대의 고성능 카메라로 식품의 위치를 파악하여 방수·방오염 처리된 

Arm으로 식품을 고속으로 섬세하기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농장에서 자율주행 하는 

농장 로봇,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는 로봇 등이 센서, AI를 활용하면

서 작업 능력을 높이고 있다. 

물류 센터 등에서 제품을 잡고 분류하는 것은 로봇에게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세밀

한 동작과 함께 센서와 연계된 AI 판단 능력을 통해 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에 의한 24시간 분류 Picking이 가능해져 Askul(문방구 통신판

매)사의 경우 생산성이 3배 향상되었다. 샴푸, 세제 등 보다 다양한 외형을 가진 제품

들도 잘 다룰 수 있도록 일본기업들은 로봇의 성능 향상에 주력 중이다. 

의료 및 간호 분야에서도 유연해진 로봇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각종 수술을 지원

하는 로봇이나 고령자를 지지해야 할 간호 산업에서의 중노동을 없애기 위한 의료와 

기계 산업의 융합적 발전이 IoT, 로봇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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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의사의 수술을 돕는 로봇을 개발하여 의사의 손의 흔들림이나 피로감을 경감하

는 수술지원 로봇인 iArmS을 시판 중에 있다. 이 iArmS는 내장된 센서에 의해 의사

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동작을 바꾸게 되어 있다. 기계 동작은 모터

를 사용하지 않고 중력 밸런스와 손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진다. 덴소는 이 로봇을 

인간과 로봇의 바둑, 일본식 장기 대결 등에서 활용하고 로봇이 직접 인공지능의 지

령에 때라 돌을 집고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IoT 비즈니스

서비스 로봇은 표준화 기술의 보급에 따른 원가절감에 힘입어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

에 있으며, 일본기업도 서비스 로봇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정

용 인간형 로봇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일본기업은 공장 자동화 수준의 향상과 함께 이

에 기초한 로봇 기술을 서비스업 분야에 적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공장용 로봇 시장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2020년에는 비슷

한 규모로 성장하고, 2035년에는 약 2배인 5조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8]. 의료, 경비, 판매, 청소, 간호·복지, 접객, 안내, 교육, 가사, 애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래 자율보행 인간형 로봇의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프트뱅

로봇과 스탭 간의 커뮤니케이션

어나운스의 실시
타이밍을 스탭에게 통지 

고객 상황에 따라 
어나운스 내용을 지시

스탭의 원치가 
통지 수신

스탭이 워치
앱을 시작

사용언어 선택해서
로봇에 지시

로봇이 어나운스

로봇이 어나운스
사용언어 선택해서
로봇에 지시

고객 상황에 따라 
어나운스 내용을 지시

로봇에 대한 스탭의 지시

14:50 출발의
손님은…

2차원 바코드의 
제시 부탁합니다. 

스태프의 스마트 워치와 인간형 로봇 연계한 고객 서비스 사례(JAL와 NRI의 제휴) 25

자료 : NRI, 서비스 로봇 최신동향, 20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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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페퍼, 히타치의 에뮤 등 다양한 인간형 로봇이 개발된 상태이다. IoT 환경 속에

서 인간형 로봇의 지능은 단말 차원에서도 강화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도 활용하게 

된다. 인간이 로봇에 물어보거나 검색을 지시하면 로봇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데

이터 검색 등을 하면서 적절한 해답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또한 이

동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로봇이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의 IoT 환경을 

활용하면서 각 전자제품과 실시간으로 통신 교류하며 유저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

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항공(JAL)은 NRI(Nomura Research Institute)와 제휴해서 소프트

뱅크의 인간형 로봇 NAO(신장 58cm로 페퍼보다 작음)를 활용해서 인간종업원과 로

봇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을 안내하는 서비스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

태프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로봇에게 고객을 안내할 것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로봇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음성 인식 능력이 중요한 과

제가 된다. 소프트뱅크의 페퍼는 음성 대화 기능의 강점으로 2016년 2월 기준으로 

500사에 달하는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범용 OS ROS1.0 등 기술의 범용화로 원가 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

인이다. 혼다자동차가 2001년에 개발한 자율보행 로봇인 아시모의 경우 OS, 미들웨

어, 앱, 하드웨어 등을 다 자체 개발해 대당 가격이 1년간 대여비용 기준으로 2,000

만엔에 달했으나 소프트뱅크의 페퍼는 본체 판매 가격이 19.8만엔에 불과하다. 

로봇 시장 여건의 정비와 함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도 고령자 생활지원 로봇의 개발

에 나서는 등 비전문 기업의 로봇 사업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도요타 등 일본기업들

이 장기적으로는 가정에 1대씩 로봇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면서 가정 시장의 선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경우 호텔용 룸서비스 로봇, 소매점 특화 로봇 등을 개발한 것과 달리 

일본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간형 로봇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서비스기업이 외국기업

의 특화형 로봇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기업도 특화형 로봇의 개

발에 나서고 있다. 

Panasonic의 경우 2004년경부터 공장 로봇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병원 서비스 로봇 HOSPI를 2013년 

부터 시판하고 있다. 병원 내에서 약제 등을 수송하

는 HOSPI는 약제 서랍을 6단씩 수납할 수 있고 약제 

이외의 검사 시료 등도 수송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이 

ID 카드로 서랍을 개폐하고 ID카드 없이는 열 수가 

신장 134.5㎝, 초속  1m, 
인간수준으로 보행, 
도입 준비가 거의 불필요, 
싱가포르 등 해외수주 
실적도

Panasonic의 병원내 수송 지원 로봇, HOSPI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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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HOSPI는 스스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위치를 파악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라인이나 표시를 건물에 할 필요가 없다. 탑재된 터치 패널로 행선

지를 입력하면, 직원들은 HOSPI의 위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HOSPI는 7시간 연

속 가동이 가능하며, 스스로 충전할 수 있다. 이 로봇의 활용으로 병원 측은 간호사 업무 

경감 효과, 휴일, 심야 시간 등 직원이 부족할 때에 간호사가 긴급 상황에 집중할 수 있

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차세대 의료를 위한 IoT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미세 로봇을 인체에 주입하여 신체를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자동으로 치료하는 시스

템의 개발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나노 사이즈의 미세 기계를 혈액 속에 주입하여 

신체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암 등의 조기 진단 효율을 제고하는 시

도들이 확대되고 있다. MRI, CT 등 고가격의 진단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의 의

료 재정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노 머신은 미래의 과제로 볼 수 있으나 

일본 도쿄대학교 공학과의 카타오카 카즈노리(片岡

一則) 교수는 초보적 형태의 나노 머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카타오카 교수의 나노 머신은 동력

이 없는 것이며, 항암제를 포함한 일종의 캡슐 형

태이지만 혈액을 통해 암 세포까지 운반되고 암세

포와 충돌할 때 캡슐이 터지면서 약제가 암세포에 

주입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암 치료제

는 혈액에 직접 약제가 주입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

도 손상되지만 이 초보적인 나노 머신은 그러한 부

작용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카타오

카 교수는 현재 이 나노 머신의 진화 연구에 매진 중이며, 체내에 심어준 나노 머신

이 체내 병원으로서 질병을 자동적으로 고치는 단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품의 로봇화

로봇 사업을 강화해 IoT,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신규 로봇 사업뿐

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로봇화 측면에서도 모색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가전 분야 등에

서 AI,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전략에도 주력해 새로운 부가가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기업은 제품의 스마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IoT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AI를 탑재하여 로봇화, 자동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나노 머신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모습  27

주 : 빨강 부분이 나노머신, 녹색 부분이 암세포임. 

자료 : Kazunori Kataoka, The University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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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전업체들은 각종 기기에 AI를 탑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신기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식재료를 냉장

고에 넣을 때 음성으로 알리면 유효기간 관리할 수도 있다. 세탁기의 경우 자율학습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세탁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각 소비자의 경험과 결과를 

공유하고 기계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갱신해서 성능을 향상할 수도 있다. 에어컨

은 날씨에 따라 가동 상태를 조정하거나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 상황이나 온도를 고객

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전자레인지는 남아 있는 식재료 말하면 가족에게 맞는 조리법

을 조언할 수 있다. 고객 가족의 질병 등에 따른 생활습관의 주의 사항과 클라우드 지

식을 결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조언한다. TV의 경우도 사람이 오면 말을 걸고 응답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온오프하거나, 각자 취향의 컨텐츠 메뉴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의 각종 센서가 가족의 생활 습관이나 취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가전기기와 유저간의 음성 대화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성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도 나오고 있다. 

Sharp의 Cocoro Engine(AI) 전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샤프는 가전제품 전반

에 탑재하는 AI로서 Cocoro 엔진을 개발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ndroid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다운로드해 가전제품의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 로봇 청

소기가 ‘비가 오니까 세탁기로 건조까지 하세요’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그리고 샤프

는 Cocoro Engine과 Cloud 컴퓨팅 기능을 연계해서 부가가치의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각 제품별로 공유형 클라우드를 구축해 고객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Cocoro Kitchen의 경우 저장된 1,000개 이상의 메뉴를 지원한다. 고객이 돼지고기

가 있다 하면, AI가 날씨, 고객의 식생활 이력 등을 고려해 메뉴를 추천하게 된다. 또

한 샤프는 AI와 IoT를 연계하는 AIoT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소프트

웨어를 보다 중시하고 제품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음성대화, 센서, AI, 고객의 취향에 대한 학습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샤프는 

단말기 AI와 클라우드 AI,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면서 고객의 이력, 가족의 사

용 경험 등을 축적하면서 더욱 더 스마트한 서비스나,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샤프는 점차 가전기기간의 연계 기능, 인간형 로봇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면

서 가정의 전체적인 홈오토메이션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전기기의 IoT 기반 AI 강화, 자동화를 통해 일본기업은 가사 노동 자체

의 경감 및 대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가전기기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베이스는 연계가 가능하며, 서로 협업해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말하지 않아

도 가사를 대행하는 방향으로의 로봇화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음식 

재고를 고려해서 전자레인지가 고객에게 요리 레시피를 추천하고 자동으로 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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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키친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인간형 로봇에 의한 조리 이전에 키친에 설치

된 Arm 로봇이 섬세하게 움직이면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 기구 등과 협업해서 

조리를 완성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가능하다. 냉장고의 음식 재고관리 기능이 사전 계

약된 수퍼 등에 대한 자동주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청소로봇이 더욱 진화

하면서 청소 가능 부분을 확대할 수 있으며, Panasonic이 개발한 옷을 정리하는 세

탁기 등이 보다 고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IoT와 연계된 각종 제품의 AI 탑재, 로봇화는 고객을 보다 세밀하

게 알 수 있게 되고 맞춤형 생산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IoT를 활용한 공

장에서의 맞춤형 생산 준비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일일이 주문하는 번거로움을 생각

하면 생산측의 IoT화만으로 맞춤형 생산 시스템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제품

에 따라서는 고객 및 가족의 이력과 취향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제안 및 추천하는 식으로 맞춤형 생산시스템이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 및 

고객사용 측면에서의 IoT를 공장 및 물류 IoT와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IoT화, 로봇화는 가전제품 이외의 자동차 등의 내구재, 신발, 

가반 등의 비내구재에서도 확산될 것이다. 

3. VR/AR 활용 

VR(Virtual Reality)를 활용한 공장의 효율성 제고

센서,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생산 공장의 가상화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VR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기업은 소비자용 VR와 함께 기업용 VR 제품개발에 주력 중이다. 

현실의 공간이 IoT화에 의해 가상화되고 있는 데에 대응하기 위해 VR가 중시되고 있

샤프의 AI Cocoro Engine 탑재한 말하는 가전제품 라인업 28

자료 :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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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실제 공간의 건물, 기계, 자재 등이 가상공간에 재현되는 IoT 환경에서 

VR기기를 활용해 시제품을 보면서 원격 회의를 하는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 제

품 개발 과정에서 생산, 판매 등 각 부서의 인력이 한꺼번에 모이는 원격 화상 회의

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조정을 한꺼번에 실시할 경우 그만큼 시행착오와 코스트를 절

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화상처리 벤처기업인 크레센트는 모션 캡쳐 센서를 이용한 VR 시스템으로 숙련 근

로자와 신입사원의 엔진 가공작업을 비교해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포인트를 찾아

내 작업 효율을 20%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공장 건설과, 제품의 생산 라인 개선에서도 VR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공장의 설계

도 등 각종 CAD 데이터를 3D VR로 재현하면서 공장 건설 단계에서 개선점을 찾아

내고 공사 진행 과정을 원격으로 감시 및 수정한다. 최신 기계의 변화된 상황을 건설 

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공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가상 생산라인에서 시험 작업을 검

토할 수도 있고, 신입 인력의 연수를 VR 시스템으로 미리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이

CAD 정보의 3D 형상화, 디지털 
 시제품으로 소비자 사용성, 부품 

  활용성 등 체크, 많은 관계자의 
   동시 원격 회의로 각종 모듈, 

    부품 간 조율 신속화 

설계와 생산 준비 동시 진행
 가속화, 다품종 변량(變量) 

  라인 효율 제고 

VR
3D 프린터 

스캐너

Virtual Product

Virtual Factory

디지털 시제

생산라인 시뮬레이션
(전체)

로봇 시뮬레이션생산라인 시뮬레이션(부분)

Fujitsu의 VR 활용 스마트 공장 구축 서비스  29

자료 : 후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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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프로노하츠사는 CAD 데이터를 자동으로 3D VR로 전환하는 애프리케이

션 'prono DR'로 공장 전체를 VR화하는 'prono scan service'을 개발했다. 동사는 

이를 활용해서 생산라인의 실제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선 방안의 가능성,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VR를 위해서는 VR용 디바이스의 개발이 중요하다. 일본기업도 VR을 지

원하는 HMD(Head Mountain Display), 안경형 디바이스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이 분야가 IT와 함께 반도체 등 아날로그 기술의 강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세이코엡슨은 업무용 안경형 VR 단말기를 출시했다. 이를 의료부문에 활용하면 

간호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각종 이점이 있다. 동사의 VR 단말기는 콤팩트한 외

형이며,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이 적은 편이다. 동사는 VR의 장시간 착용에 따른 

어지러움 증상 등 억제에도 노력하고 있다. 

VR을 활용한 영업혁신

VR기술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가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본기업도 VR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판매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점에서는 실물의 자동차가 1대도 없는 쇼룸이 등장하고 있다. 

VR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없이도 고객이 보다 생생하게 다양한 제품을 실감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과의 매칭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벤츠 일본 법인은 동경 거점에서 자동차 없는 쇼룸을 설치, 서적판매점 옆의 좁은 공

간에서도 VR 기술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고객을 위해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설명하고 

승차 체험을 제공할 수가 있다. 부동산 업체인 미쓰비시지소는 도쿄의 고객에게 

368km 떨어진 교토의 아파트를 판매하는 데 VR 쇼룸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

회사인 라쿠텐은 결혼식장의 VR 모의 체험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류공장의 증설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VR로 확인  30

자료 : 프로노하츠사 홈페이지

프로노하츠사의 Prono scan service를 활용해서 공장 레이아웃을 3D 스캔하고 새로운 라인을 설치
했을 때 탱크가 이동하면서 배수관 등에 걸리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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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VR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각종 Prosumer 활

동을 지원하면서 영업을 촉진하는 노력도 있다. 가

상공간에 제품, 서비스를 옮기면서 고객이 자기 취

향대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판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넥스트사는 VR 주

택을 개발해 고객이 완구형태의 블록으로 방 구조

를 정하면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3D 설계도

로 전환해 가상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고객이 

VR기기로 방을 체험하면서 벽, 침대, 가구 등의 색

상 37개 조합을 변경하면서 수정할 수 있게 했다. 동사는 이러한 VR 시스템을 활용

해 건설사와의 제휴를 추진할 전략이다. 

일본의 가정용 에어컨은 벽걸이형이 많은데, 다이킨은 업무용 에어컨 시장에서의 강

점인 설치형, 빌트인형 에어컨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도 VR 영업 기

술을 활용하고 있다. 동사는 소비자가 집이나 방을 리폼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건설 

인테리어 업체와 제휴하여, VR 시스템을 활용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시장에서 VR/AR 연계 부가가치 추구

VR 단말기는 소비자를 위한 게임, 영화 등의 컨텐츠 시청 기기로서도 시장 확대기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AR(Augmented Reality) 연계기능을 통해 IoT 환경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게임 컨텐츠 등을 보다 다양하

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16년 10월에는 소니가 자사의 인기 게임기인 PS(PlayStation)의 VR판인 PSVR를 출

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페이스북, MS 등도 VR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니를 포

함한 다양한 게임 기업들이 VR 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게임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

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컨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소니는 스포츠, 영화 

등으로 VR 컨텐츠 사업을 다양화할 전략이다. 

그리고 VR와 AR을 연계시키는 부가가치도 모색되고 있다. IoT를 통해 현실 공간의 

가상공간화를 전제로 할 경우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단말기인 

VR 장치를 증강현실 기기로서도 활용하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일종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GO’가 글로벌 히트를 거두었으며, 이는 지도, 컨텐츠, 단말

기를 통해 현실장소에 소비자를 유도 하는 효과를 통해 광고 등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Oculus의 HMD로 에어컨을 방에 설치했을 때의 실체 모습을 
가상으로 체험 

Daikin의 VR 활용 에어컨 영업  31

자료 : 다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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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본의 EPSON이 개발한 스마트 

글러스인 MOVERIO는 AR 게임도 가능하

다. 0.42인치형 TFT LCD에 좌우에서 광학

영상을 투사해 프리즘에 반사시켜 렌즈의 

Half Mirror 층에서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합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때에 따라서는 몰입감 있게 컨텐츠를 시청하

는 한편, 이를 활용해서 현실의 공간에서 움

직이면서 가상세계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

는 유연성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소비자의 소

비 요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Mixed Reality(혼합현실)을 위해서는 VR기기의 가변

성(휴대성, 배터리 시간, 독자 통신 능력), 화질, 몰입감, 편리성(배터리 제약을 극복

하면서 CPU 연산속도 제고, 제스처 및 음성 조작), 유연성(VR, AR 즉시 전환), 가격 

조건 등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의 VR/AR 전략은 이러한 몰입성, 환경인지성 등을 기준으로 차트 33처럼 구별

할 수 있다. 일본기업 중에서는 소니가 몰입감을 강조한 VR 제품에 주력하는 한편 

EPSON은 AR 글러스에 주력하고 있다. VR/AR은 향후 교육(학교, 실무, 운전 등) 현장, 

테마 파크 등의 레저 공간, 관광지역 탐방 코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Half Mirror층

도광판
LCD와 백라이트
투사 렌즈

현실 세계를 확인하고 식사하면서도
포켓몬 GO 등 가상 컨텐츠 시청 가능

EPSON의 MOVERIO로 가상세계의 컨텐츠를 즐기는 모습  32

자료 : 샤프

각사의 VR 전략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VR와 함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된 AR(증강현실)을 
강조하는 기업도 존재, 중장기적으로는 
VR, AR을 전환 할 수 있는 기능, 
몰입감 있는 영상을 가벼운 부담 없는 
VR 기기로 실현할 전망, 변형되는 
안경형 VR 등 

Virtual Augmented(증강현실) 

컨
 텐

  츠
   몰

    입

환
 경

  인
   지

주요기업의 VR/AR 전략 포지션(Digi-Capital 분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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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제조업의 개발 및 부가가치 원천 변화 대응

제품에 탑재되는 센서를 포함한 IoT 환경의 확산으로 제조업의 품질 개념이 확대되

고 있다. 제조업체는 고객과 보다 일체화된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로 변화하고 서비스

를 포함한 품질 개념이 보다 중요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 개념

의 확장 및 진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

라는 경계감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일본기업은 IoT를 활용해 기존의 품질 개념이 개발 이전 단계와 제조 이후 단계로 확

장시키기 시작했다. 일본기업은 제품을 개발하기 이전에 기존 고객 정보를 IoT 센서

로 수집하는 한편, 가상공간 등에서 Prosumer와의 개발 협력, 협력기업을 통한 고

객 정보 등을 활용하면서 개별화 된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제품 판매 이후에도 제품에 탑재한 센서 

정보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각 제품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기

도 한다. 고장 나기 전에 실시되는 보수 관리 서비스를 통해 판매 후의 품질 향상에

도 주력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야마나카고킨은 볼트 하나하나에 센서를 탑재해 고객의 제조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품질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 ‘피에조 볼트’는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피에조 센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서보 프

레스 기계나 Roll Forming(복수의 돌기가 있는 

롤러 위에서 강판을 움직여서 가공함) 등의 공

장기계의 금형 부분에 장착해 하중 데이터를 모

니터링 할 수 있다. 가공 과정에서의 하중을 모

니터링 함으로써 제조 과정에서의 각종 상황 악

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불량품을 억제할 

수 있다.

서비스 모델화도 모색되고 있다. IoT를 활용한 

공급 가치 사슬이 제조에서 고객 접점을 강화하

고, 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 업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점차 서비스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제품 자체에 센

업무용 공조기기 탑재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독자 진단 모델로 
고장시기 예상 서비스, 
가동 정지 피하고 최적의 
수리 실행, 고객 대신 
시간대별로 유리한 전력 
회사 선택하여 절전 서비스

정수식 미네랄 워터 자판기의 
제조, 판매, 보수 기업이며, 
자판기에 탑재한 FOMC 
모듈에서 가동 상황 원격 감시, 
자판기의 가동률 향상, 
고객만족도 확대, 보수 관리의 
효율화 등의 서비스 실시해 
호평 

Daikin

Eau De Vie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시도  34

자료 : 다이킨, Eau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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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및 직접 서비스 체제가 강화되면서 

고객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가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농기계의 쿠보타는 기계에 

탑재된 센서로 고객의 상황을 분석해 효과적인 타이밍으로 고객에 맞는 새로운 기능

을 추가한 소모 부품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다른 고객에 관한 정보, 협력 

기업 정보, 기상정보, 물 관리 시스템, 농작업 노하우 정보 등을 망라하여 통합적으

로 농가 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Panasonic의 보안 서비스를 통한 IoT 비즈니스 전개

파나소닉은 IoT 비즈니스가 보급되면서 자사의 하드웨어가 소비자, 기업에서 활용되

는 현장을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솔루

션을 공급하는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사 기기 및 다른 기업의 기

기까지 포함한 보안 솔루션에 주력하여 기업 및 소비자 고객을 파나소닉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객으로 유도할 전략이다[9]. 

파나소닉이 하드웨어의 고객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유인하기 위해 그동안 축

협동창조

B2B 고객

경영

현장

B2B2C 고객 

금융 물류 소매유통 항공 외식 호텔 사회
인프라

유저 애프리케이션

IoT 데이터·비즈니스 플랫폼

네트워크

Edge Management Platform 

Panasonic의 기기·부품·센서

데이터 분석 예측(AI) 빅 데이터 매니지먼트

무선통신 보안 감시 MVNO

광 ID Sensing 위치측정 화상분석

보안 모듈

현장의 노하우

무선 네트워크
기술

Edge 처리
알고리즘 

다양한 제품군
(IoT 디바이스)·
비즈니스 계열·
소비자 계열
IoT 보안 기술

독자 비즈니스 정보 틀

Panasonic 하드웨어의 보안 솔루션 비즈니스화 추진  35

자료 : 닛케이일렉트로닉스,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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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해 왔던 보안 솔루션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결제용 단말기를 위

해 개발해 왔던 동사의 보안 기술은 네트워크 연계형 감시 카메라, 전화기, PBX, 인

터폰 등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파나소닉은 이러한 자사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기기에도 동사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전략이다. 

파나소닉의 소프트웨어 모듈은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암호 및 인증 등에서 

필요한 계산 처리량을 축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단말기 등의 메모리 용량을 줄

일 수가 있다. 16비트 칩이라도 동사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탑재하면 IoT가 가능하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나소닉은 이 소프트웨어 모듈을 블랙박스의 캡슐 형태로 만들고 보안성을 강

화하는 한편 유저 기업에서 IT 노하우가 많지 않는 작업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타사의 하드웨어 기술자가 파나소닉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탑재할 때에 필

요한 작업 공정 수도 크게 감축되고 있다.

파나소닉은 우선,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 및 인증 소프트웨어 모듈과 암호 열

쇠 생성 모듈의 제공을 시작했으며, 점차 Log 형성 모듈, 리모트 메인터넌스 모듈, 

서명 모듈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점차 고객에 대한 컨

설팅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도 개척해 나갈 전략으로 있다. 

5. 부품 및 소재의 혁신 

IoT 시대의 반도체 트렌드

IoT의 확산으로 일본기업은 반도체의 절전 기능과 AI 구현 능력, SDN(Software 

-Defined Network)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절전 기능의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도처에 설치되는 CPU나 센서 등은 충전

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절전기능, 태양광 등 자가발전 기능이 중요하다.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분석될 수도 있지만 공장 내 기계, 자율주행차와 같이 

기기내에서 실시간 처리해야 할 분야도 존재한다. 용도에 따라 반도체의 계산 성능과 

절전 성능의 균형이 중요하며, 소프트뱅크는 이러한 절전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

을 가진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사를 거액의 자금으로 매수했다. 

소프트뱅크는 특히 ARM사가 가진 CPU 설계의 양산 능력에 주목했다. IoT로 자동

차는 수퍼 컴퓨터로 변화하며, 가전제품도 컴퓨팅 기능이 강화되는 등 IoT는 도처에 

CPU가 매설되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ARM은 2015년에 출하

된 전세계 148억개의 칩을 설계했으며, 애플, NVIDIA, Qualcomm, 화웨이, T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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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고객으로 있다. IoT칩은 다양한 니즈에 대응해야 하나 양산능력이 중요하다. 고

객에게 지나치게 끌려갈 경우 끌려간 SoC(System on Silicon) 등의 일본 반도체 기

업들의 사례와 같이 고코스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ARM사

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향후 5년간에 ARM 칩을 스마트홈에 16억개(연평균성장률 

60%), 스마트시티에 15억개(동 50%), 기타 단말기에 11억개(동 40%) 정도 보급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절전 기능 이외에 IoT 시대에는 반도체의 AI 구현 능력도 중요하다. 딥 

러닝 등의 AI 기능을 단말기에 탑재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에서 이를 실현하

기 위해 NEC 등은 CPU와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를 결합한 칩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FPGA는 배선의 접속 상태를 전기적으로 전환해서 회로의 구

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반도체이며, 계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도시바는 딥러닝 AI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반

도체를 개발했다[10]. 딥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복수의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NVIDIA 등은 평렬 처리로 대량의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화상처리용 반도체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감시 카메라 등 수

많은 사물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도시바가 개발한 칩은 인간 두

뇌의 신경 세포나 그 결합 기능을 모방하면서 하나의 침에서 적은 소비전력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반도체는 기존의 대규모집적회로(LSI)와 같이 중

앙연산처리장치(CPU)와 기억장치를 별도로 회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기능

과 기억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와 같은 회로를 다수 만드는 구조

고정밀 MEMS 센서

AI

초소형전기 2중층 커패시터

발전디바이스
적층메모리 ASIC

RFIC

안테나

신호처리 IC
제어기술: 

 특징추출, 러닝, 
  지식정보 제어

센서기술 : 
 MEMS, 기능성 

  나노 박막

집적화기술 :
 MEMS/ MOS 집적

무선기술 : 
 센서 네트워크, 

  Zigbee, RFID

에너지기술 : 
 Energy Harvest, 

  축전 

Omron의 복합 MEMS 센서 모듈 구상도  36

자료 : Omr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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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회로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칩 전체로는 두뇌와 정

보를 처리할 수가 있다. 도시바는 이 신기술을 사용해서 약 3만 2천개의 회로를 가진 

1.9mm각의 반도체 칩을 시험 제작 했으며, 이는 1와트의 전력으로 1초에 48.5조 번

에 달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었다. 

SDN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의 기능도 중요하다. IoT의 보급으로 클라우드 상의 계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SDN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제어 기술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

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칩 등의 개발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산업성 등을 중심으로 SDN을 위한 산관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센서 경쟁력 우위 유지 및 강화 주력

일본은 센서 사업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 부문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IoT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IoT로 인한 센서 수요의 확

대에 맞추어서 일본기업은 센서의 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고도의 센싱 기능을 가진 차

세대 센서의 개발에 주력 중에 있다. 

일본기업은 IoT 확산과 함께 센서 수요가 2020년대 초에 연간 1조개(현재의 약 100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재 30% 넘는 세계 센서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JEITA(일본전자정

보기술산업협회)는 2020년의 일본의 점유율을 광센서(화상) 27%, 관성 센서 22%, 

압력 센서 20%, 자계 센서 15%, 기타 13%로 예상하고 있다. 

무라타제작소, TDK, 일본전산 등의 전자부품 기업들은 스마트폰 관련 부품 수요의 

둔화가 부담이 되고 있으나 IoT 관련 센서 부문의 공급 능력 확충 등을 위해 설비투

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M&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TDK

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1일에 프랑스의 센서 기업인 토로닉스마이크로시스템즈를 

약 55억엔으로 매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TDK가 가진 온도, 압력, 자기 등의 센서

에 트로닉스마이크로시스템사의 센서 제품군을 활용해서 산업기기나 자동차 부문 등

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기업은 Sensing의 진화도 도모하고 있다. 환경이나 생체 자체의 의미, 인

간의 의도 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센서의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센서를 초소형화시키는 동시에 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히타치의 경우 2.5㎜의 IC에 壓電센서를 탑재해 물리적 힘을 

계측해 교량 등의 건축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샤프는 마이크로파를 인

체에 발사해 심박 수를 측정해 고령자를 가정 내에서 원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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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다. 롬은 근적외선 감지 이미지 센서로 체내 암세포나 혈액 흐름, 뇌의 감정 상

태 가시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기존 센서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기술혁신도 모색되고 있다. 암흑 속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등 기존 센서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

행 중이다. 또한 절전 및 자체 에너지 확보 기능, 저가격화와 함께 새로운 Sensing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미세가공기술인 MEMS나 유기재료를 활용한 프린팅 제조 센

서 기술 등의 개발이 모색되고 있다. 

Omron은 20년 이상, 정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MEMS 기술을 축적해 왔던 기

업이다. 이 회사는 실리콘 기판을 가공하고 입체를 만들고 여러 재료를 그 위에 적층

하고 기계구조를 만드는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온도에 따라 박막 재료에 가해지는 압

력, 수축력을 제어하는 노하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 등을 개발했다. 이 기

술을 활용해서 압력센서, 가속도센서, 온도센서 등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하여 공장 

및 환경을 다각도로 센싱 하는 모듈의 개발에 주력 중이다. 

IoT 디바이스로서의 디스플레이 진화 모색

Smart Factory, 인체 모니터링 효율화 등 IoT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

스플레이의 기능도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며, 일본기업도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

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VR 및 AR 단말기의 확대와 함께 디스플레이도 웨어러블 

연계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용 VR/AR 단말기를 활용하는 작업자가 핸즈프리

로 현장(건설 등)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공중에 입력, 팔 등에 입력 키 설

치, 음성조작, 어지러움 방지)이 추구되고 있다. 

스마트워치 등을 위한 전용 디스플레이의 초절전 기능 제고, 스마트 글러스의 경량화 

및 디자인 개선 위해 관련 부품을 초미세화 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의 휴대 성능을 높이고 여러 디바이스와의 결합적 활용을 위한 

Flexible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VR/AR 기기로 활용하기 위한 변형도 

가능할 것이다. 

IoT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환경의 

구축도 과제가 되고 있다. 공장, 영업, 물류 등 다양한 부서와도 즉시 화상 커뮤니케

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디스플레이 형태의 혁신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야외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공장 등에서의 음성 조작 기능이 추구되고 있으며, 

접객용 지능형 로봇의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사이니 등에서는 공중 디스플레이도 시

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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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및 로봇용 소재 개발 강화

일본기업은 생체 인식소재, 로봇 소재 등 IoT로 확대되는 소재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

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체인식 소재로 IoT 서비스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등이 모

색되고 있다. 의복에 센서를 부착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객이 입는 섬유 자체가 센서

의 기판 역할을 하여 다양한 IoT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비즈니스가 추진되고 있다. 

NEC와 내의 기업인 군제는 은을 코팅한 도전성 섬유로 내의를 만들었다. 내의 전체

에 흐르는 미약한 전류를 가슴 부분에 부착한 센서가 자세, 칼로리 섭취량 등을 감지

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전용 앱으로 고객이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조언도 

받는 것이다. 섬유기업인 토요보는 심장 박동시의 전기로 심박 수를 감지하는 섬유를 

개발하고 있다. 도레이의 경우 생체를 용이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Hitoe라

는 소재를 개발했다. 도레이는 이를 활용해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모니터

링, 수술중의 환자의 심박수 감시(수술 중의 기존 전극은 자주 젖어서 오작동 빈발 

문제 존재) 효율화, 일반인(고령자 등의 운동 중 돌연사 방지)들의 스포츠용 의료 등

에서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로봇의 활동을 늘리는 소재도 개발되고 있다. IoT 연계 로봇 생산 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해 인간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로봇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인간에 대한 물리적

인 충격이 적은 로봇용 소재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쓰이화학은 2016년 

4월에 로봇 소재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CFRP(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와 금속의 

일체 성형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쓰이화학은 생활도로용 개인 EV를 위해 사

람이 다치지 않는 소재의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일본기업들은 센서용 소재, 

일반 섬유 PET 
(15㎛)

피부 피부

간격이 큼

PET 나노 파이버 
(700nm)전도성

고분자
(PEDOT-

PSS)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재료 포함 섬유 소재 

고분자재료를 섬유에 
확실하게 밀봉  

모발의 7,500분의 1의 
극미세섬유, 나노파이버

같은 전도성 고분자를 밀봉해도 일반 섬유는 간격이 커서 생체 신호 파악에
 오차가 있고 전도성 고분자가 쉽게 떨어짐. Hitoe는 세탁해도 고분자가 유지됨.   

간격이
적음

레이서
 착용

  생체
   인식

    의류 

도레이의 스마트 섬유, Hitoe  37

자료 : 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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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칩 소재, 대용량 반도체 소재, 3D 프린터용 합성수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쓰비시화학, JSR 등은 의족, 수술 실험용 인공장기 모형용 3D 프린터 소재 등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Ⅳ. 일본기업의 IoT 비즈니스 사례 

1. FANUC의 Edge Heavy 전략

공장용 로봇 기계 산업에서 세계 정상급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FANUC는 IoT 시

대가 큰 도전이긴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

다. FANUC는 자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Edge 컴퓨팅에 주력하면서 시스코나 히

타치, NTT, AI 벤처기업 등과 광범하게 협력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장자동화 

서비스 시장의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FANUC는 협업 생태계를 통한 서비스 사업을 중시하고 있다. 공장용 기계

의 Open Platform을 자사 주도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자동화 기계를 단품으로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 이외의 다양한 기기, 앱,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 자

동화 공장 시스템인 FIELD를 2017년 중에 판매할 방침이다. 경쟁사도 이 시스템용

으로 드라이버, 앱, 센서 등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으며, FANUC의 인증을 받으면 

고객 판매도 가능하다. 그 대신 FANUC은 경쟁사 제품을 포함해서 수천억엔의 서비

스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NUC의 비즈니스에는 200개 이상의 기업이 제휴 관계를 맺고 참여하고 있다. 

FIELD의 개발에는 Cisco가 클라우드 네트워크(보안)를 담당하고 Rockwell사가 제

어를 담당한다. 또한 벤처기업인 Preferred Networks가 AI에 협력하고 있다. 그리

고 히타치, 후지쓰 등 10개사가 고객에게 FIELD 시스템의 도입을 상담할 수 있는 창

구 역할을 담당한다. 통신사인 NTT도 Edge Computing을 지원하는 등 기타 협력기

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FANUC은 이러한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체제를 통한 오픈 플랫폼으로 공장기계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생산성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패키지로 공급하면서 FANUC은 고객에

게 멈추지 않는 공장 기능, 기계 보수의 효율화, 품질 문제 등 공정 이상 문제 사전 

통지 등의 부가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앱을 활용해서 고객 기업이 자

사의 현장에 맞는 공장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공장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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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미묘한 편차의 발생 패턴에서 숙련근로자가 기계의 이상 및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FANUC의 시스템은 AI 분석을 활용해 

숙련근로자보다 훨씬 앞서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고객 기업에게 알릴 수가 있다. 

기존의 FANUC제 기계를 구입한 고객도 FIELD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

드 받으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FANUC의 FIELD 시스템의 판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와 Edge computing를 합한 Distributed Machine Learning을 

통해 로봇끼리 협조하면서 실시간으로 동작의 유연성도 제고되고 있다. NTT의 

Edge computing 연구 성과를 Cisco의 클라우드 및 Fog computing와 연결해 효과

를 보이고 있다. 센서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공장 로봇 등의 단말기 차원에서 처리하

기 위해 단말기에 탑재된 Preferred Networks의 AI로 정보를 하나씩 분석하지 않고 

정보를 조합으로서 분석하고 있다. 로봇이나 센서카메라가 지능화 수준을 높이는 시

스템인 것이다[11]. Preferred Networks의 AI는 네트워크의 Edge Device(감시 카메

라, 스마트폰 등)에서 로컬 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출한 학습 모델을 클라우드

에 올리고 글로벌하게 분석한다. 이는 개인 속성 정보 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개인 정

보 수집 문제 등도 피해갈 수 있다. 

2. Panasonic, IoT 전략 수행 위한 조직 역량 강화

파나소닉은 IoT를 활용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IoT 전략을 수

행하기 위해 조직 역량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나소닉은 공장의 효

율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에코시스템을 기획하는 인력, Coding 전문가의 확충

에 주력하고 있다. 로보틱스, 에너지 분야의 R&D에도 주력 중이다. 

또한 파나소닉은 IoT를 통해 5가지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첫째, 개발 효율과 품질의 향상이다. 제조공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생산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억제하고 재료의 미세한 불균형 등 숨어있는 품질 악화 요인

을 제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매스 카스타마이제이션을 위한 역량도 중시되고 있다. 가상 설계, 시뮬레이션 

등 가상공간에 실세계를 재현하면서 주문생산이지만 대량생산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셋째, Traceability이다. 부품 및 제품의 유통 물류 과정을 파악하고 제조 효율성과 

함께 판매 후의 제품 보수, 품질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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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호운용성이다. 파나소닉은 IoT로 자사공장 기기의 상호 운용성을 협력기업 등과 

강화하고 있다. 기계, 로봇에 대한 제어명령이나 데이터 포멧을 자사 공장 및 협력기업과 

통일해 타사의 기계나 기술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다섯째, 앱 시장 창출이다. 제조과정의 플랫폼화로 제조 노하우를 앱화 한 시장을 창

출해 제조시스템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파나소닉은 전략적 제휴도 강화하고 있다. 제조 

시스템의 IoT화를 위해서는 파나소닉이 취약한 부분 등에서 다양한 기업과 제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나소닉은 2016년 4월에 독일의 지멘스와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및 협력을 위한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IoT 전략 방향에 따른 인재 확충과 R&D 전략도 중시되고 있다. 에코 시스템을 위한 

인재 확충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하드웨어를 활용하면서 고객을 위한 

코토즈쿠리(체험)나 생산 분업 생태계를 디자인하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추진할 수 있

는 인재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Coding 능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외부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서 보유하고, 고객 니즈에 맞게 신기능을 유연하게 개발

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나소닉은 Coding을 공정 수로 평가

하지 않고 효과성으로 평가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플랫폼 전략이나 과제 해결형 전략

에서 우수한 Coding 기술자를 우대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신기능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R&D 주력 분야인 IoT/로보틱스에서는 생활데이터의 해석, 감정추정, 추천, 자

동청소 및 수납, 자율주행차의 장애물 감지, 외부 인식, 행동계획, 인간상태 인식, 다

언어 음성 번역, 대화, 행동예측, 자동 진열대 정리 및 진열 부족 제품 보충, 물류 대상

물 인식, 비정형 Picking, 로봇과 인간의 협조 작업, 물류 로봇 자동 이동 등의 주제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기술 연구에서는 차세대 솔라, 차세대 축전지, V2H, 소

형분산전원, 계통망 연계 전력 제어, 잉여 전력의 수소화 저장, 차세대 파워칩, 혁신적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비접촉 중전 시스템 등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3. 소니, 제조·개발 및 제품 시스템의 IoT화

소니는 PlayStation 등 강점을 가진 가전을 활용한 생태계 서비스 비즈니스의 확대

와 함께 제품개발 체제의 IoT화, AI개발, 홈오토메이션 수요 개척 등에 주력 중이다. 

제조·개발의 IoT화 측면에서 소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제품개발 체제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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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단말기에서는 시제품을 공개하고 외부 기

업이나 개인 기술자,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제품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제품 구조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일부 제품의 양산에 주력하

는 한편 미국계 AI 벤처와 가전용 AI개발에 주력(컴퓨터 환경 변화에 맞게 AI가 가전

제품의 사용법 고안함)하고 있다. 

가전 생태계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니는 게임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소니는 PS 게

임기의 온라인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 유료 TV 서비스인 PS View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강력한 게임 제품을 다양한 넷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니는 각 가전제품을 연계한 홈오토메이션 사업에도 주력하면서, 도쿄전력과 

제휴해 가전제품의 가동 상황, 고령자, 아동의 건강상태,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는 서

비스를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소니는 IoT의 확산과 함께 수요가 확대될 센서 등의 관련 부품 글로벌 수요 

개척에도 적극적이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의 강자로서 IoT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나

는 센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기술로 이미지 센서의 초고속, 

고감도, 고해상도화에 주력하는 한편 매수한 이스라엘의 알티아사의 통신용 반도체 

절전 기술을 활용 하면서 통신기능을 갖춘 센서의 시스템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4. 도요타, 글로벌 공장 연계 강화와 가정용 로봇 시장 진출

도요타는 공장 넷의 글로벌화와 함께 AI, 자율주행 기술을 강화해 가정용 로봇시장

도 개척할 전략으로 있다. 도요타는 생산 현장에서 RFID 센서를 이용해서 반제품의 

가공, 완성품 조립, 판매까지 관리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낭비 

없는 고속 생산 시스템을 한층 진화시킬 전략으로 있다. 

도요타는 이러한 자동차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네트워크화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규격을 중시하고 있다. 도요타는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글로벌한 IoT 생산 규격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IoT 연

계성이 떨어질 경우 분업의 효율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독일의 IoT 통신 규격인 EtherCAT와 EtherCAT P를 채용하기를 결정하고 

협력사를 포함한 공장용 인터넷의 변경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방침이다. 공장을 

글로벌하게 연결할 수 있는 IoT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 따른 분업의 효율성이 중시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요타는 자동차의 IoT화 과정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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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정용 로봇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

율주행차의 개발과 공장 내의 지능화된 로봇 활용 자

동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축적되는 역량을 활용하려

는 것이다. 도요타는 향후 10~15년 내에 가정용 로봇

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요타는 

구글 산하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Shaft 

등 2개사의 매수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도요타는 AI 부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미

국에서의 AI 연구거점 운영에도 적극적인 자세이다. 도요타는 미국 DARPA의 AI 연

구 분야의 제1인자를 영입하였다. 로봇 관련 기업의 매수 전략에서도 AI 지식 보유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서 중시하고 있다. AI 전문 기업의 매수를 추진하면서 중장기

적 차원에서 AI 연구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이러한 AI 연구를 기존의 자

동차 분야에서도 활용하면서 자동차의 부품의 조달, 조립, 폐기까지의 라이프 사이

클을 고려한 개발, 생산, 판매 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해 AI 연구 성과를 활용할 전략

이다. AI를 활용해 도요타의 제품개발 시스템과 조립생산시스템의 진화를 모색하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요타에서는 리더로서 역할이 큰 Chief Engineer의 경우도 

앞으로는 AI 출신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미쓰비시전기는 지멘스에 10년 앞서 FA 분야의 IoT를 실천해 왔던 FA(Factory 

Automation)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그동안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설계와 제조 일체화, 설비보수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자사 및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성과를 보여 왔다. 

미쓰비시전기는 FA와 IT를 연결하는 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Edge 기반의 컴퓨

팅을 강조한 e-F@ctory를 구축해 왔으며, 그 기반이 되는 FA통합 플랫폼인 iQ 

Platform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이 각종 생산 제어기기, HMI(Human Machine 

Interface), 엔지니어링,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 및 고

객 공장의 정보시스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Edge 컴퓨팅으로 FA기기와 IT를 연계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고 이를 설비에 반영하는 한편, 제스처 및 음성 입

력을 통해 기계를 움직임으로써 생산현장의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보 입력 착오를 억

제할 수 있다. 모든 반제품을 식별 번호로 관리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연하게 생산

가정용 로봇(HSR : Human 
 Support Robot), 도요타는 

  2019년에 이 로봇의 양산에 
   나설 계획임. 

    고령자 등의 간호에 활용, 
     가정 내에서는 도로와 같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다니는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

IoT화된 가정용 로봇 양산에 나서는 도요타       38

자료 :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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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나 생산량을 변경 할 수도 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는 iCAD로 설계와 제조 분야가 일체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생산성, 코스트 등을 고려한 설계 수치가 적절한지 부품의 품질 분

산치와 제품 품질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품질 및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을 설계 단계에서 검증하고 양산개시 단계에서의 설계 변경 작업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사이즈를 일반 CAD 대비 50분의 1로 축약 가능한 

iCAD로 구축되어 있다. 그만큼 신속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이다. 

e-F@ctory는 또한 고객 공장의 설비 고장 시에 고장 과정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재현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품개발에서 기계 설계와 전기 설계의 동시 진

행도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및 기계 보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금형의 가공 정확도의 점진적 하락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형의 마모 상태 등을 추측해 금형의 교체시기

를 숙련 작업자를 대신해 시스템이 결정할 수가 있다. 각 설비의 생산량과 전력량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계의 개선 방안도 탐구하여 고객 

공장의 전력량을 기본적으로 8% 검축할 수 있다. 

분석·해석 IT 시스템
Simulation

FA-IT
인터페이스

FA-IT 연계 FA-IT 연계
기기

피드백

생산현장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수집

Controller
구동

제품군
에너지

절약제품
메카

트로닉스

- 전세계 130개사, 5,200건의 e-F@ctory 시스템이 가동 중, 자동차, 태양전지, 2차전지, 
   반도체(인텔 말레이시아 공장 채용), 식품, 금속 가공 공장 등에서 가동, 파트너 기업 
   확대하면서 공장 수준에서 산업, 지역 차원으로 시스템 확장 모색
  
- 공장 IoT 기술을 선박 운행의 에너지 절약, 정밀 GPS 등 자사 항공 우주 기술과 결합하여 
   자율주행 등 인프라의 IoT화 비즈니스 개척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개념도  38

자료 : 미쓰비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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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리지스턴, 타이어 품질의 균일화와 생산성 향상

브리지스턴은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되는 방식(알고리즘)을 기초로 AI 

제어 생산 시스템을 순환적으로 활용해서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 중이다. 

재료의 위치나 장력(張力) 등을 카메라 및 레이저 센서로 계측하면서 AI를 활용해 숙

련공에 의한 가공 작업의 보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이어의 원형 상태를 

15% 향상해, 작업자 1인당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났다. 

동사의 IoT를 적용한 EXAMATION(Evolutional Attractive Automation을 유래로 

한 동사의 상표) 타이어 성형 시스템은 BIO(Bridgestone Intelligent Office)와 

BID(Bridgestone Intelligent Device Office)로 이루어져 있다. BIO는 설계정보나 

공장, 시장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이다. 동사 핵심 기술인 고분자재료, 구조 

및 가공 노하우를 고려하면서 분석하고 가상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공

정 제어 알고리즘을 창조하게 된다. 

BID는 공장의 센서 데이터와 BIO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기초로 생산설비의 제어를 

Staff
(Data Scientist)

재료/구조/가공의
기술·노하우 의사/경영판단

생산 오퍼레이션
경영방침

·고객 요구(시장 정보, 
   승차감, 소음)
·판매 생산 재고 정보
·제품정보(품질, 공정 
   능력 등)
·개체 정보

외부환경

데이터 식별 및
해석

현장 정보설계 정보
마케팅

설계

프로세스

재료 공장 물류 판매

재료 구조 공정 생산
가상공장

시뮬레이션

통합 시뮬레이션(VR)

알고리즘

AI제어 모듈

생산 실행 시스템
품질

컨트롤
공정

컨트롤
에너지
컨트롤

생산
컨트롤

BIO

BID

- 전세계 130개재료의 위치나 장력(張力) 등을 카메라 및 레이저 센서로 계측하면서 AI를 활용해 숙련공에 의한 
   가공 작업의 보정을 자동화, 타이어의 진정한 원형 상태를 15% 향상, 작업자 1인당 생산성을 2배로 확대  

브리지스턴의 EXAMATION 타이어 생산 시스템  39

자료 : 브리지스턴 홈페이지



62 LG경제연구원

일본 제조업의 IoT 전략

자동화해 생산을 실행한다. 

그리고 동사는 이 BIO와 BID의 순환적 학습을 통해 생산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있다. 

BIO의 예측과 알고리즘을 BID로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 보다 예측력을 향

상시키는 순환을 통해 전체 스킬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드럼에 재료를 하나씩 

감는 프로세스를 2개씩 감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복잡한 공정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7. 통신사의 새로운 통신 수요 개척

스마트폰 통신 수요가 점차 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통신 3사는 IoT 관련 통신 수요

를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지목하여 다각적으로 통신수요를 개척하는 데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NTT 그룹은 IoT 시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각 산업의 솔루션이 업종별로 공통

화 될 것으로 예상, 주요 고객의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지향하는 한편, 4천억엔

을 투자해 델컴퓨터의 글로벌 IT 서비스 부문도 매수했다. 구체적으로는 FANUC과 

감시, 분석

본사

가동정보

클라우드

묶어서 통신

신설 기지국

초저속통신

신방식기존방식

각자 개별통신

창고
제품 제품

생산 라인

휴대폰 기지국
통신비 부담 경감이동통신비 과중, 

WiFi 기기 초기투자 부담

LPWA라는 통신 방식 사용, 통신속도는 이통망의 1000분의 1수준이지만 소비전력이 적고 
건전지로 센서 등이 10년 이상 가동, 수Km 범위를 커버

SoftBank의 IoT 수요 대비한 저가 통신 서비스 준비  40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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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공장 솔루션, 코마츠와의 IoT 건설기계 서비스 제휴하고 있다. 농업 및 축산업에

서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종해 수확 시기를 최적화하는 서비스 등을 개시하고 있다. 

KDDI는 IoT 관련 통신의 경우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고

려해서 고객 비즈니스 전반의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수익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이킨과의 협업의 경우 고객에 판매한 에어컨의 보수 관리, 에너지 절약형 운

전 IoT 서비스에서 제휴하고 있다. 또한 KDDI는 미사와홈과 제휴해 각 주택의 재해 

내구성 모니터링 서비스, 도요타와 제휴해 국경을 초월한 커넥티드 카 통신 기반 제

공(KDDI가 각 지역 통신사 활용 총괄) 서비스 등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스마트폰 다음 비즈니스로서 IoT,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의 3가지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IoT 진전의 길목으로서 절전형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 영국 

Arm사를 매수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IoT의 촉진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IoT 전용 

저가격 요금제를 일본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8. 일본 산업계 및 정부의 IoT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12]

IoT를 실현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로서 일본 산업계 및 정부는 5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G는 기술적으로나 용도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2G~4G 이동통신과는 크게 다르며, 

그동안 기본적으로 사람 간 통신이 기초였던 것이 재화와 재화간의 통신이 5G에서는 주

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의 통신기술은 자율주행차, 

로봇제어, IoT 관련기술에 최적화된 사양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5G는 IoT로 

재편되는 2020년대의 기간 비즈니스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5G의 기술사양과 용도는 다음 3가지 정도의 큰 특징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특징

은 대용량 통신이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0GB다. 이용자가 몰리거나 기

지국과 떨어진 조건에서도 1인당 초당 100MB 이상의 속도를 실현할 것을 규정한다. 

두 번째는 '초(超)저지연'이며, 세 번째는 '대량접속이다. 초저지연에서는 고화질 영상

의 부호화 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용도 중에 유선 네트워크를 포함한 총지연을 4G 초

기 LTE의 50ms~100ms에서 5ms 전후로 저감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3GPP에서는 

무선구간에서 서브 프레임의 왕복에 걸리는 시간을 LTE의 10ms에서 1ms 이하로 실

현할 것을 규정한다. 총지연 5ms 전후는 인간이 전화로 느끼는 지연 인지 한계인 

100ms를 크게 밑돈다.

LTE에서는 데이터 통신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용자가 사람이라면 통신 지

연을 저감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이용자'가 사람이 아니라 자

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인지 한계는 사실상 없어진다.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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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수록 안전성이 높아지고 용도도 확대된다. 특히 자율주행과 로봇의 원격 제어에서

는 지연의 크고 작음이 인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는 

100ms 사이에 약 2.8m를 움직인다. 지연을 5ms로 저감하면 14cm로 단축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인 대량접속에서 가정하는 이용자는 다수의 IoT와 센서다. 1㎢ 내에 100

만 개, 즉 평균적으로 1㎡ 내에 1개의 센서와 거의 동시에 통신하도록 규정한다. 동시 

최대 접속수는 LTE의 10~100배다.

5G의 3가지 축 중 초저지연과 대량접속은 기술적으로는 기존 기술의 틀에서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선구간의 초저지연은 OFDM(직교주파수분할) 부반송파의 주

파수 대역폭을 몇 배로 넓히는 한편, 시간 방향의 서브 프레임을 몇 분의 1로 축소해 

실현한다. 대량접속에서도 900MHz대 이동통신과는 별도로 개발한 기술을 LTE 어

드밴스드 프로가 'NB-IoT'로서 활용한다. 단말기는 새롭게 개발해야 하지만 무선기

지국은 고속 데이터 통신과 함께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한편, 고속·대용량화의 실현은 기술적으로는 큰 도약이 필요하다. NTT도코모는 

2020년 5G 도입 직전까지 4G의 고도화를 추진해 2019년경에는 초당 1GB의 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초당 4GB~5GB의 데이터 전송을 

목표하고 있어 4G 기술과 무선 주파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5G 실현을 위해 밀리파를 시야에 둔 3GHz 이상의 새로운 무선 주파수대와 'Massive 

MIMO' 등에 의한 빔 포밍이라는 새로운 무선 엑세스 기술(신RAT)을 이용한다. 신

RAT는 5G와 그 전의 이동통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술이다. 초저지연과 대량접속

도 5G에서는 신RAT를 이용해 제공하기 때문에 응용 대상이 4G의 NB-IoT 등과는 

크게 다를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주파수대가 결정되지 않아 5G의 조기 개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대량접속

2G 3G 4G 5G

초저지연 초고속통신
(1인당 최대 20GB/초, 

평균 수백MB/초)

초저지연
(무선구간의 지연: 

왕복 1ms이하)

대량접속
(100만 단말기/㎢가 

동시검색)

·끊기지 않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경유 4K/8K 
   영상 전송
·유선회선의 대체

·원격 수술과 원격 VR
·자율주행
·드론 제어
·원격 로봇 조작

사회적
임팩트가
큼

·스마트 미터
·인프라 유지관리
·각종 센서의 접속

이동통신 기술의 
고속·대용령화

5G의 기술 개요 및 용도 사례  41

자료 : 닛케이일렉트로닉스, 2016.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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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1. IoT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일본은 IoT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조업을 활성화 시켜서 공장 및 기계를 진화시키는 구체적인 신규 비즈니스로

서 IoT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은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IoT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강점을 구축하기 위해 Edge Computing 기술을 앞세

워서 새로운 IT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처럼 IoT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주력하면서 각 산

업, 정부행정, 인프라 분야에서도 폭 넓게 IoT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국 중에

서 저출산·인구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일본의 현실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

인 IoT 비즈니스도 강조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이 농업, 건설, 유통업 등에서 IoT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농업이나 서비스업 자체의 생산

성 향상, 자동화가 모색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측량이나 건설현장, 인프라 등의 

안전관리의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극심한 인력부족에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건설 산

업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비즈니스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IoT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제조업의 공장 효율화와 관

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신산업의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산업별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기회

IoT는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의 형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독일의 인더스터

리 4.0은 공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서프라이 체인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의 경우 고객을 포함한 서프라이 체인의 질적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

되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인프라의 융합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각국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의 추세를 볼 경우 제조업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문에서 본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

의 IoT 사례에서도 B2B 기업이라도 고객의 고객인 최종소비자와 간접적으로 연결되

는 IoT 플랫폼을 통해 선행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의 실시간 세부 주문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품 및 소재 기



66 LG경제연구원

일본 제조업의 IoT 전략

업의 경우처럼 향후 자사 제품 및 부품에 센서를 부착하여 고객의 제조 현장, 고객의 

고객의 이용환경까지도 파악해야 할 시대가 점차 형성될 것이다. 화학 산업에서도 제

조 프로세스에서 센서를 많이 활용하지만 물류, 판매, 고객사용 현장까지 센서 정보

의 수집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할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 모델 혁신 압력은 부담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 제

품 제조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기 위해 생산 및 공급사슬의 혁신에 성공할 경우 그만큼 

신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산업의 본질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IoT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주목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결국 자동차가 소유 개념에서 셰어 개념으로 변화

하고 자율주행 택시가 실시간으로 고객을 태워가면서 주차장, 빌딩, 도시 교통 구조

까지 변화시키는 장기추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

비스 업자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동차 

딜러 비즈니스 등 없어지는 사업도 발생할 것이다. 자동차 하드웨어 기업으로서는 이

러한 장기변화 추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AI 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승차 셰어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

하고 있다. 

가전 산업의 경우도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홈오토메이션, 로봇화 등 각종 IoT 

트렌드와 연계되면서 AI를 통한 제품 자체의 지능화, 서비스 연계, 기본 소프트웨어

를 중심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형성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게 자사의 제조 강점을 서비스와 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상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모든 제조업체가 서비스와 연계된 분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생태계에서 특정 분야에 특화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단순 제조업에 특화할 

경우에는 자사만이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강점이 중요할 것이며, 제조 강점 기반

을 소재, 부품, 기술 특화 등 특정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한 규모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파괴적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기회

이상과 같이 IoT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 차원의 구

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도 창조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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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주력 제조업이 피크를 지나 점차 쇠퇴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IoT 트렌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고도경제성장기에 선진 사례를 모방하면서 추격형 시스템으로 이노베이션에 성

공해 왔던 우리 산업은 장기저성장 우려의 대두와 함께 기존의 제품이나 사업 모델을 

파괴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창조적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조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의 혁신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주력 제조업이 IoT 트렌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력 제조업이 혁신되는 과정에서 AI, 로봇, 드론, VR/AR, 컨텐츠, 에너지 매니지먼

트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소프트웨어 특화 기업, 서비스 기업이 

분업하는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첨단 분야의 경우 국내 내수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큰 시장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주력 제조업은 그

동안의 성장 과정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매출 규모도 아직 크게 축소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IoT를 위한 각종 첨단기술을 강화하면서 벤처 및 중소형 기업

과 주력제조업이 혁신 분야에서 분업 관계를 심화시킨다면 상호상승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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