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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NIST, 중소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제조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 제조의 핵심,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DM&D)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DM&D)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여 제조 된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제품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소
프트웨어, 데이터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품의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
를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 제어 및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운영, 유지 보수
및 제품수기주기에 폭넓게 적용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이다.
디지털 기술은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 각 단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상황판단을 내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내 용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및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
현재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조업체는 물리적 부품 또는 제품의 가상
복제물인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실물과 똑같은 복제품
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업의 문을 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
양한 수준의 이해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가상 제품 설계 및 프로세스 최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DM&D)의 핵심은 바로“가상 수직 통합(virtual vertical
integration)에서 프로세스와 기업을 동기화하는 것으로, 자산이 독립적으로 소
유 및 운영되지만 마치 단일조직 에서처럼 관리되는 것처럼 구현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공급망 전체의 이해관계자는 더 큰 시스템에 연결되
고, 정보는 원료 공급업체에서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다.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는 저장된 기능을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로서,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디지털 제조 , 설계 도구 및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는 아마존
(Amazon) 및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같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처럼 프로세스를 가상 수직 통합 엔터프라이즈로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역할(The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비전을 밝히기 위해, 중소제조업체는 OEM 업
체의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에 통합되어야 한다. OEM 업체들은 중소제조업체
가 디지털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협력하고 디지털 제조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
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능에 뒤떨어진 중소제
조업체는 경쟁 업체에게 뒤떨어질 것이며 반면 디지털 제조 도구를 사용하는
OEM업체와 중소제조업체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스레드를 통
해 연결될 수 있으며, OEM업체들은 중소제조업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생산
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데이터의 디지털화 구축이 드는 비용 감소
로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파트
너와 함께 중소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DM&D) 투자에
전념할 수 있다.
·데이터 중심 생산 계획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
·제조 공정을 연결하는 설계 도구
·자동화된 머신 데이터 캡처 및 분석
·장비, 직원 및 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또한 이러한 전략은 오늘날의 고용량 / 저용량 생산 환경에 다음과 같은 도
움을 줄 수 있다.
·제조 실행 성능 최적화
·전체 제품 및 프로세스의 품질 보장
·비용 경쟁력 있는 제조 가능
디지털 제조 및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운영에 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현지 MEP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EP
센터는 미국 제조업체에 포괄적이고 입증 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장을 촉진
하고 미국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MEP National Network
의 일환으로 회사의 디지털 미래를 개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nist.gov/blogs/manufacturing-innovation-blog/digital-manufacturing
-small-manufactur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