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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intelligence, autonomy and interconnectivity of manufacturing objects, and the 
adaptiveness in dynamic changes have been recognized as desirable objectives; however, they were hard to 
implement. Recently, the convergence of the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making 
it possible to implement those objectives, called Smart Manufacturing (SM). Of these SM technologies, 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s (CPPS) will be considerably one of the most-advanced technologies because CPPS 
envisions dynamic and autonomous capabilities through mirroring physical and their cyber manufacturing objects 
in real-time. These capabilities match with the aim of Holonic Manufacturing Systems (HMS) in terms of 
autonomy and cooperation, thereby making HMS re-highlighted as a control architecture of CPPS.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data and model-interconnected holonic control architecture that especially 
considers the synchronization with a big data infrastructure and a data analytics environment. The present work 
aims at providing : 1) a predictive process-planning mechanism with the connection of manufacturing data and 
decision-making models, and 2) a systems integration environment for opening the information about intelligent 
manufacturing objects. The goals of the present work are to increase intelligence and interconnection, which are 
the major performances pursued by C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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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제조강국을 중심으로 제조기술과 정보통신기술간

의 융합을 통한 제조현장의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스마트제

조가 산업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hoi et al., 2014). 

스마트제조란, “신제품의 쾌속 제조, 제품 수요의 적극 대응, 생
산 및 공급사슬망의 실시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지능

형 시스템들의 심화 적용(Davis et al., 2011)”으로 정의될 수 있

으며,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생산설비들이 모든 정

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자율적이고 협업적인 생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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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동적 생산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제조와 

함께 회자되는 필수 기술이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CPPS) 즉, 사이버-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CPS)과 제조현장간의 융합이다. 사이

버-물리 시스템은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컴

퓨팅 및 커뮤니케이팅 코어에 의해 모니터링․제어․조정․

통합되는 환경(Rajkumar et al., 2010)”을 지칭하며, 물리적 그리

고 사이버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한다(Monostori et 
al., 2016). 나아가,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은 사이버-물리 시

스템의 개념하에 공정, 설비, 생산 및 공급사슬망을 아우르는 

모든 생산 단계에 걸쳐 상황인지 기반의 자율적이고 협업적인 

요소들과 그들의 하위 시스템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Monostori et al., 2016). 이처럼,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의 지

향점이 제조구성원(Man, Machine, Material)의 자율과 협업에 

기반한 최적화된 동적 생산이라는 스마트제조의 추구 방향과 

합치하지만, 구현의 고난이성으로 인하여 스마트제조의 고도

화된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조구성원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지능성(스마트화), 협
업을 위한 다른 요소들간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지식 및 서비스

와의 연결성, 내․외부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성(Monostori 
et al., 2016).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예전부터 지능 제조 분야

에서 다루고 있던 이슈들이다. 특히, 이러한 이슈들의 극복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협업적인 계획, 스케줄링 및 제어를 실현

하는 홀로닉 제조시스템(Holonic Manufacturing System; HMS)
이 제안되었다(Brussel et al., 1998). 홀로닉 제조는 제조구성

원들을 홀론(자율적이면서도 협동적인 성질을 가진 시스템의 

구성체(Kim et al., 1999))으로 객체화하여 이들 간의 목적 지

향적 유연 시스템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어구조이다(Brussel 
et al., 1998). 이러한 홀로닉 제조시스템은 지능성, 연결성 및 

반응성을 갖춘 제조객체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의 적합한 구조라고 인지되고 있다(Monostori et al., 
2016). 

이러한 홀로닉 제조와 관련하여, 작업할당, 생산·공정계획, 
스케줄링, 설비제어, 물류 자재취급 등의 영역에 걸쳐 홀론구

조 정의, 홀론간 협상 메커니즘 등 개발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Babiceanu et al., 2006). 그러나, 기존의 홀로닉 제조시

스템이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 구현을 위한 최적의 제어구조

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제조데이터 및 의사결정모델(감시, 진
단, 예측 및 최적화를 위한 모형, 이하 모델)과 홀론간의 연결

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물리적 제조구성원들을 사이버 세

계에서 모니터링, 제어, 조정 및 통합하기 위해서는 홀론들이 

자신의 계획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을 통해 (근)실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리적 제조현장에 부합하는 사이버 세계

에서의 예측 및 최적 운용을 위해서는 개별 홀론의 맞춤형 모

델을 확보하고 이용하여 빠른 공정계획의 수립 및 합리적인 

지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조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데

이터가 생성되며(Volume), 데이터의 목적 및 형태가 다양하며

(Variety), 데이터 처리 및 반응의 (근)실시간성(Velocity) 등 소

위 빅데이터의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Jun et al., 2017), 고유의 

임무가 우선인 홀론으로서는 독립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Shin et al., 2016). 또한, 홀론은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생산조건별 모델을 생성해야 하며, 많은 

수의 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이를 정확하게 호

출해야 하는 소위 데이터 애널리틱스와의 접목이 필요하나, 
마찬가지로 홀론 독립적으로는 모델의 생성, 관리 및 호출이 

어렵기 때문이다(Shin et al., 2016). 따라서, 홀론들이 빅데이터 

형태의 제조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홀론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효과적으로 생성, 
저장 및 호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의 지능성 확보를 위

하여, 제조데이터와 모델을 홀론과 연계한 시스템 구조를 설

계하고 구현한다. 특히, 기존의 홀로닉 제조시스템에 빅데이

터 인프라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연계하여, 홀론 스스로 혹

은 홀론간 협의를 통한 예측적 공정계획용 운영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의 연결성 확보를 위

하여, 내부 제어 구조와 외부 어플리케이션간 시스템 통합을 

가능케 하는 표준 제조데이터 및 표준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을 활용한 홀로닉 구조를 설계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는, 1) 제조 빅데이터 인프라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 연계 홀로

닉 구조 개념 설계, 2)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정보구조, 메타데

이터 및 시스템 통합 구조 설계, 3) 시제품 구현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제조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인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예측적 공정계획 

방식을 공작기계 대상으로 설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관련 연구, 제 

3장에서는 개념 설계, 제 4장에서는 상세 설계, 제 5장에서는 

시제품 구현 및 제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여기서 제안되는 

시스템은 데이터 및 모델 연계형 홀로닉 제조시스템(Data and 
Model Interconnected Holonic Manufacturing System; DMI-HMS) 
이라 명명한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은 기존의 홀로닉 제조시스템을 근간으로 제조데이터 

및 모델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메커니즘을 정의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홀로닉 제조시스템 그리고, 기존 홀로닉 

제조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용될 데이터와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홀로닉 제조시스템, 기존 연구 및 데이

터와 모델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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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홀로닉 제조시스템

홀로닉 제조시스템은 홀론들이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홀론조직을 구성하며, 자율적이고 협업적인 역량을 통해 홀론

성을 상승시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기적 제어 구

조를 의미하며(Brussel et al., 1998),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

(Shen et al., 2006; Zuehlke 2010).
∙홀론(holon) : 물리적인 물체와 정보를 변형, 운반, 저장 및 가

치화하는 자율적이고 협동가능한 제조구성원. 홀론의 종류

로는 로봇, 공작기계, 컨베이어 등과 같은 설비 홀론(resource 
holon), 투입되는 자재 및 생산되는 제품정보를 보유한 제품 

홀론(product holon), 설비와 제품을 연결하는 주문을 나타내

는 주문 홀론(order holon),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기본 홀론

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스태프 홀론(staff holon)이 있음

∙자율성(autonomy) : 홀론 자신의 계획을 생성하고, 스스로 

계획을 실행하고 통제하는 능력

∙협업성(cooperation) : 복수개의 홀론들간 협의를 통하여 계

획을 실행하는 능력 

∙홀론조직(holarchy) : 목표 달성을 위해 홀론들로 구성된 시

스템. 홀론조직에 의해 홀론의 자율성이 규제될 수 있음

∙홀론성(holonomy) : 개별 홀론이 홀로닉 속성을 발휘하는 정도 

한편, 홀로닉 제조시스템 구현을 위해 주로 사용된 도구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Multi-Agent System; MAS)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hen et al., 2006). 에이전트 시스템(agent system)
은 동적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컴

퓨터 시스템이며, 복수개의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MAS라 한다(Monostori et al., 2006). 홀로닉 제조시스템은 일

종의 개념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인 에

이전트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

2.2 기존 연구

홀로닉 제조시스템의 추상적 개념을 제조현장(shop floor)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

으며, 주로 제어자동화, 작업할당, 장애극복(장애내성), 실시

간 제어,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 등의 분야에 활용되었다.
제어자동화(automation)는 공장자동화를 위하여 저수준

(low level)에서의 분산제어용 기능단위 구조 및 고수준(high 
level)에서의 홀론 간 상호작용 및 통합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Babiceanu et al., 2006). Colombo et al.(2006)은 실시간 분산 제

어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컴포넌트 행동기반 제어 플랫폼을 구

현하였고, Barbosa et al.(2015)은 왜란(disturbance) 영향의 최소

화를 위한 행동 그리고 구조 모델에 기인한 진화론적 자가 구성 
제어구조를 구현하였다. 작업할당(task allocation)은 가용 설비

로의 최적 작업 분배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비딩(bidding) 프로세스를 통해 작업을 할당하

는 Contract Net Protocol(CNP) 기술을 보편적으로 활용하였다

(Babiceanu et al., 2006). Babiceanu et al.(2004)은 왜란이 발생

했을 때 광역적 최적화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한 작업할당이 이

루어지는 홀로닉 제어 구조를 제안하였다. Owliya et al.(2013)
은 작업할당에 적용되는 에이전트 토폴로지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리드타임, 비용 및 활용성 측면에서 기

존의 토폴로지 모델들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장애극복(fault- 
tolerance)은 장애상황의 자동감지, 장애원인 진단 및 장애복구 

활동을 의미한다(Babiceanu et al., 2006). Leitao(2011)는 지연 

및 주문체증(rush orders)에 의한 제조현장 장애상황을 예방적

이고 예측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는 분산 구조를 설계하였

다. Marinho da Silva et al.(2014)은 Petri-net을 이용하여 장애발

생시 분산 제조시스템의 재구성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기반 홀

로닉 제어구조를 제안하였다. 실시간 제어는 주어진 시간제약

내에 이벤트에 반응을 하는 제어로서, 시간제약을 놓쳤을 때 

데미지가 큰 경우를 경성 실시간(hard realtime), 놓치더라도 데

미지가 크지 않은 경우를 연성 실시간(soft realtime)으로 구분

할 수 있다(Babiceanu et al., 2006). 여기서는 경성 실시간 제어를 
위한 저레벨의 분산제어 구조 설계가 중요하며, Brennan et al. 
(2002)은 IEC 61499 기능 블록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분산제어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Indriago et al.(2016)은 실시간 피드백 

제어가 가능하도록 홀로닉 기능단위 설계 및 구현을 실시하였다.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은 홀론조직의 최적화 운영을 위하여 

홀론들이 생산계획 및 스케줄링을 결정하는 활동이다(Babiceanu 
et al., 2006). Gou et al.(1998)는 복수 개의 셀로 구성된 공장을 

대상으로 홀론간 분해와 조정기반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Shen et al.(2000)은 설계, 계획, 스케줄링, 시뮬레이션 및 

실행의 통합을 위하여 중재자 에이전트를 둔 아키텍처를 개발

하였다. 또한, Gamboa Quintanilla et al.(2016)은 생산계획 및 

스케줄링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Petri-net을 이용한 교착 자유

(deadlock-free) 다중 공정계획 및 최적 경로 결정을 위한 홀로

닉 제어 구조를 개발하였다. 
<Table 1>은 상기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기본 및 스태프 

홀론들을 정리한 것이다. 기존연구들에서는 기본 홀론을 중심

으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분산 제어 환경을 이

루고자 하거나 홀로닉 제조시스템의 장점인 유연성, 재구성성 

및 장애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가, 중재, 관리, 감
독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스태프 홀론들이 주어진 목적의 달

성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제조데

이터의 획득 및 모델의 생성과 호출을 통한 기본 홀론들의 예

측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자에 대한 정

의가 부족하다. 또한, 표준 제조데이터의 활용 및 표준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통하여 내부 제어구조와 외부 제조 어플리케

이션간의 시스템 통합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홀로닉 제조시스템의 산업체로의 확산․전개

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이전트 시스템에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

해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제조어플리케이

션(예 : MES 및 ERP)과의 통합이 주요 난제들이라고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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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les of Basic and Staff Holons in the Literature
Citation Domain Holons(Basic/Staff)

Colombo et al.
(2006) Automation

- Machine(B) : act as an operator of a machine
- Workpiece(B) : manage a real workpiece 
- Transport(B) : decide transport jobs

Barbosa et al.
(2015) Automation

- Product(B) : represent products and the knowledge to produce
- Task(B) : manage real-time execution of orders
- Operational(B) : represent resources(e.g., robots and operators)
- Supervisor(S) : introduce optimization into the system 

Babiceanu et al.
(2004)

Task 
allocation

- Order(B) : assign and award transportation tasks to material handling holons
- Material handling(B) : represent physical material-handling devices 
- Global scheduler(S) : represent a control unit to deliver optimal schedules

Owliya et al.
(2013)

Task 
allocation

- Resource(B) : configure members of a network for scheduling and control 
- Manager/Supervisor(S) : manage task decomposition at a low/high-level 

Leitao
(2011)

Fault-
tolerance

- Resource(B) : monitor the device’s status by predictive maintenance 
- Quality control(S) : perform detection through quality verification
- Task(S) : monitor production orders 
- Supervisor(S) : perform meta-monitoring through aggregating the information under holon clusters

Marinho da 
Silva et al.

(2014)

Fault-
tolerance

- Product(B) : manage requests of products, search for corresponding holons and create a work order
- Task(B) : manage recipes
- Operation(B) : represent equipment and humans
- Supervisor(S) : coordinate the services of all holons

Brennan et al.
(2002)

Real-time 
control

- Coordinator(S) : instantiate mobile agents with tasks and collect execution history 
- Mobile(S) : observe current execution status and interface with other agents
- Cohort(S) : evaluate the task’s execution 

Indriago et al.
(2016)

Real-time 
control

- Product(B) : store and communicate recipes of products 
- Order(B) : determine future planning and holarchy of the system
- Resource(B) : perform device online control

Gou et al.
(1998)

Planning/
scheduling

- Product(B) : correspond to a product
- Part(B) : correspond to a particular stage of a product 
- Cell(B) : correspond a cell containing machines and parts
- Factory(B) : correspond to the entire factory
- Factory coordinator(S) : coordinate scheduling activities across cells

Shen et al.
(2000)

Planning/
scheduling

- Enterprise mediator(S) : act as the system’s integrator 
- Resource mediator(S) : interact with resource agents
- Material mediator(S) : coordinate a subsystem for material handling 
- Simulation mediator(S) : carry out production simulation and forecasting 
- Execution mediator(S) : coordinate the execution of machines 

Gamboa
Quintanilla 

et al.
(2016)

Planning/
scheduling

- Product(B) : possess product’s process information
- Resource(B) : provide manufacturing capability 
- Order(B) : coordinate the execution of production plans 
- Directory facilitator(S) : provide static information on the system as an information server

있다(Shen et al., 2006).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난제들이 바로 이것들이다. 

2.3 제조데이터

제조시스템은 제조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의 계획, 운영, 실행 및 평가와 관련

된 제조데이터를 생성하고 사용한다. 가공공정 시스템의 경

우, 도면 설계, 생산 계획, 공정 계획, 수치제어 프로그래밍, 가
공, 측정 및 기계 모니터링 등 기본적 제조데이터를 비롯하여 

부품 라이브러리, 기계 사양, 가공 공구 등의 부가적 제조데이

터들을 생성하고 사용한다. 
<Figure 1>은 제조데이터 및 모델 생성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

셋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ure 1> 상단은 가공공정에

서의 주요 제조데이터로서, 공정계획, 수치제어 프로그램 및 기계 
모니터링 데이터를 각각 ISO 14649, ISO 6983 및 MTConnect 
(XML 기반 개방형 기계 모니터링 데이터 인터페이스)라는 표

준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표준 제조데이터는 본래

의 목적을 위해 사용됨과 동시에, 정보교환의 상호운용성에 의

한 시스템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더불어, 모델 생성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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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 Example of Manufacturing Data and Data Synchronization 

Figure 2. A Structure of Power Prediction Model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계획 및 수치제어 프로그램은 공작

기계의 구동을 지령하는 입력 데이터인 반면, 기계모니터링 데

이터는 입력데이터에 의한 기계의 움직임 및 활동을 표현한 결

과 데이터이므로, 이들을 연결하면 입력에 따른 출력에 대한 기

계 학습적 수학식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언
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출력 데이터가 

산출되는지를 연결하는 데이터 동기화(data synchronization)라
는 과정을 거치면, 기계학습의 입력이 되는 훈련 데이터 셋을 

만들 수 있다. 
<Figure 1> 하단은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서 공정상황(manu-

facturing context)별 공정계획 파라미터(feedrate, spindle speed, 
cutting depth, cutting width)에 따른 가공동력을 연결한 훈련 데

이터 셋을 만드는 예시이다. 여기서, 공정상황은 수학적 모형이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종의 모델 식

별부호(ID) 역할을 한다. 기계 모니터링 데이터인 MTConnect 
문서 안에서 하나의 타임스탬프(timestamp)에서 가공동력 값

이 존재하고, 이때의 축위치 값을 알 수 있다. 해당 축 위치는 

그 위치를 지령한 수치제어(ISO 6983) 프로그램 내의 블록(라
인)을 역추적하게 된다. 나아가, 수치제어 프로그램은 공정계

획 데이터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공정계획(ISO 14649) 프로

그램으로 역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블록이 

어떤 공정상황(예 : 가공형상, 가공공정, 가공전략, 지령코드 

및 코드목적)에서 어떤 공정계획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서 얻게 된 훈련 데이터셋은 가공동력 예

측 모델 생성의 입력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각 기본 홀론이 자

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주문 및 생산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모델의 생성을 위한 해당 제조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

다. 이때, 기본 홀론이 제조데이터 저장소에서 원하는 데이터

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 3.2절에서 설명할 데이터 브로커가 이러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2.4 모델

본 논문에서의 모델은 주어진 공정상황에서 감시, 진단, 예측 
및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수학적 모형을 의미한다. <Figure 
2>는 제 2.3절에 설명된 훈련 데이터셋으로부터 인공신경회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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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을 활용하여 절삭파라미터에 따

른 가공동력 예측 모델을 표현한 것이다. 공정상황별로 각각

의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주어진 공정상황이 각기 다른 특성

을 가지므로 사용되어야 할 수학적 예측 모형이 다르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가공공구와 가공소재가 부딪히는 피드 조건

에서는 절삭력으로 인해 가공동력은 기계동력과 절삭동력의 

합으로 나타나나, 부딪히지 않는 후퇴 조건에서는 기계동력으

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공정상황

별 감시, 진단, 예측 및 최적화 모형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모델은 저장소에 저장된다. 
모델이 저장될 때, 모델을 수학식 형태로부터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냐하

면, 컴퓨터에서 모델을 검색할 때 텍스트 기반 인덱스 검색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XML 기반 데이터 마이닝 모형 
표현을 위한 표준 언어인 Predictive Model Markup Language 
(PMML) (Guazzelli et al., 2009)를 이용하여 <Figure 2>의 가공

동력 예측 모델을 저장할 수 있다(<Figure 8> 참고). 모델의 호

출시에는 모델들을 저장해 놓은 모델 저장소가 요청된 공정상

황들에 맞는 모델을 검색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정

상황을 인덱스화 해 놓고, 인덱스 기반 검색을 수행하면 요청된 

모델을 찾아 반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서 모델을 생성, 저장 및 호출하여 기본 

홀론들은 예측적 모델 기반의 공정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따
라서, 각 기본 홀론들이 모델의 생성, 저장 및 호출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홀론과 모델을 연결해주는 

역할자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 3.2절에서 정의될 모델 

브로커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3. 개념 설계

제 2장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홀

로닉 제조시스템 구조 개선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데이터 및 모델 연계형 홀로닉 

제조시스템 개념 설계로서, 프레임워크 및 조직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3.1 프레임워크

기존 홀로닉 제조시스템과 제조데이터 및 모델간의 효율적 

연계는 홀론들의 자율성과 협업성을 위해 필요하다. 제조데이

터는 원인(예 : 주문, 생산․공정계획, 수치제어 프로그램)과 

결과(예 : 기계 모니터링, 측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홀론들

의 상황 인지를 위한 판단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근 제조기술 측면의 MTConnect나 OPC-UA와 같은 개방형 표

준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획득 및 시스템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정보통신기술 측면의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제조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모델은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홀론들의 자율적이

고 협업적인 계획 및 작업을 지령할 수 있는 판단주체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델 생성 메커니즘은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실제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에 

의한 데이터 애널리틱스적 접근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상황에 맞는 모델을 생성하고, 사용시에는 상황에 따른 모델

을 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ure 3>은 설계하고자 하는 홀로닉 제조시스템, 제조데

이터 및 모델간의 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물리적 제조현장

에서 수집된 제조데이터는 제조데이터 인프라로 수집되고, 홀
로닉 제조시스템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에게 각각 상황

데이터와 학습데이터를 전달한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

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필요시 홀로

닉 제조시스템에게 이를 전달하며, 생성된 모델 정보는 데이

터 인프라에 저장된다. 홀로닉 제조시스템은 상황데이터로부

터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모델을 활용하여 물리적 제

조현장을 위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의사결정 데이터

를 데이터 인프라로, 모델의 성능 결과를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으로 피드백하게 된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 

또는 제조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활동들을 감시 및 감독하면

서 상위차원의 목표 및 의사결정을 수립한다. 

Figure 3. A Conceptual Framework of DMI-HMS

3.2 조직 아키텍처 

앞 절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Figure 4>와 같이 데이터 

및 모델 연계형 홀로닉 제조시스템의 조직 아키텍처(structural 
architecture)를 설계한다. 기존 연구의 홀론조직들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브로커와 모델 브로커라는 스태프 홀론들을 기본 

홀론들과 연결하여 각각 제조데이터와 모델을 연계 가능하도

록 설계한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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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 Interaction Architecture of DMI-HMS

Figure 4. A structural Architecture of DMI-HMS

기본 홀론들은 공통적으로 인증, 데이터 및 모델의 요청과 호

출을 수행하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갖춘다. 
그 외에, 제품 홀론은 주문(order)을 요청하고 작업(task)을 생성

하며(하나의 주문은 여러 개의 작업으로 구성됨), 작업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분석, 분류를 위해 규칙에 따라 데이터 

컨텐츠에 부여되는 데이터, 일종의 꼬리표)를 보유하고, 주문 

홀론과 설비 홀론간 비딩(bidding)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및 확인

한다. 주문 홀론은 제품 홀론으로부터 전달받은 작업을 설비 홀

론에게 공지하며, 설비 홀론으로부터의 제안을 토대로 비딩을 

주관한다. 비딩이 성사되면, 제품 홀론과 함께 비딩 결과를 공

유하며, 설비 홀론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업지시를 내린

다. 설비 홀론들은 자신의 가용성을 판단한 후, 공지된 작업 메

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브로커 및 모델 브로커에게 의뢰

하여 각각 관련 데이터 및 모델을 전달받는다. 이러한 데이터 

및 모델을 활용하여 작업 수행시의 KPI를 예측하여 주문 홀론

에게 역제안을 실시하고, 선정된 설비 홀론은 작업지시를 수령

하고 실행을 하게 된다. 데이터 브로커 홀론은 요청받은 데이터

에 대하여 데이터 저장소와 연계하여 제조데이터를 검색하고 

해당 데이터를 요청했던 홀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모델 브로커 홀론은 요청받은 모델을 모델 저장소

에서 검색하고 해당 모델을 요청했던 홀론에게 전달한다. 

4. 상세 설계

제 3장에서는 개념 및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조

직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구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

기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상세 기술수준의 설계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상호작용(interaction),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
ture)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데이터 및 모델 연결을 위한 메타데

이터 구조를 설계한다. 이는 홀론간의 예측적 공정계획 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시스템 통합(systems integration)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이는 홀로닉 제조시스템과 외부 제조어

플리케이션(예 : MES 및 ERP)간의 통합을 위함이다.  

4.1 상호작용 아키텍처  

<Figure 5>의 상호작용 아키텍처는 제 3.2절의 조직 아키텍

처를 시간흐름적 순서로 각 홀론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United 
Modeling Language(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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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 Information Structure Architecture of DMI-HMS

한 것이다. 제 2.1절에서 설명한 대로, 구현관점에서 홀론 대신 

에이전트로 표현한다. 본 흐름의 내용은 제 3.2절을 참고하도

록 한다. 여기서, 에이전트들 간의 모든 메시지 교환은 FIPA- 
ACL Message 규약을 따른다. FIPA-ACL Message는 메시지 파

라미터 집합을 규정한 것으로서, 통신행위(communicative Act, 
예 : 제안, 수락, 거절, 통지, 요청), 전송자(sender), 수령자집합

(receiver), 내용(content), 언어(language), 온톨로지(ontology), 
식별자(conversation id) 및 응답제약 등을 표준 파라미터화 한 

것이다(Bellifemine et al., 2006).

4.2 정보구조 아키텍처  

<Figure 6>은 에이전트들의 정보구조를 UML 클래스 다이

어그램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6>은 각 에이전트 객체

가 갖는 이름, 속성 및 기능을 상세화하며, 에이전트 객체들의 

정적 의존관계를 나타낸다. 제품․주문․설비 에이전트는 기

본 홀론 에이전트에 상속받으며, 데이터․모델 브로커 에이전

트는 스태프 홀론 에이전트에 상속받는다. 나아가, 기본 홀론 

및 스태프 홀론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에 상속받으며, 에이전트 

객체는 에이전트의 식별, 등록, 해제 등 에이전트의 관리 역할

(administration shell)을 수행한다. 더불어, 작업을 정의하는 작

업(task), 주문을 정의하는 주문(order), 제안서를 정의하는 비

드(bid)와 같은 에이전트간의 주고받아야 할 객체를 정의한다. 

<Figure 6>의 속성들은 각 객체들이 취득하는 혹은 생성하는 

정보를 나타내며, 기능들은 <Figure 5>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

요한 각 객체들의 활동을 나타낸다.  

4.3 제조데이터 및 모델 메타데이터 구조 

앞 절까지는 예측 공정계획을 위한 홀로닉 제조시스템 몸체

에 대한 설계였다. 이 홀로닉 제조시스템과 제조데이터 및 모

델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기본 에이전트와 스태프 에이전트간

의 정보교환 방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제 2.3절에서 설명한 제조데이터 획득을 위해서는 기본 에

이전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 브로커 에이전트

는 이에 맞는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서 찾아 반환해야 한

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타데이터 기반의 탐색법이다. 
즉, 기본 에이전트가 주문 및 작업 정보에 기반한 메타데이터 

인스턴스를 데이터 브로커 에이전트에게 쿼리를 전달하면, 메
타데이터 구조로 인덱싱(indexing)된 결과물 인스턴스(제조데

이터)를 찾아내어 반환하는 것이다. 제조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 구조는 아래와 같다. 제조데이터 저장소에서 제조데이

터가 수집될 때 아래의 메타데이터가 병행하여 생성된다. 데
이터 브로커 에이전트에서는 기본 에이전트에서 전달받은 요

청을 토대로 상기 제조데이터 메타데이터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제조데이터 저장소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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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 Example of MTConnect Document Retrieval

제조데이터 메타데이터 

= {범용 고유식별자(UUID), 그룹식별자(group ID), 생성자

(creator), 생성위치(location), 시간(date & time), 원천(source), 
획득방법(means), 목적(purpose), 만기(expiration)}

예를 들어, 공작기계의 모니터링 정보 중에서 일정시간 동

안의 축위치(position) 및 동력(wattage) 데이터를 호출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인스턴스에 대한 쿼리를 생성하여 제조데

이터 저장소에 전달되고 <Figure 7>과 같은 해당 MTConnect
문서를 추출하는 것이다.  

제조데이터 메타데이터 예시 

= {“MILLING_MACHINE_1”, null, “NVD1500DCG”, null, [2014- 
10-30T21:33:22.000Z~2014-10-30T21:33:24.000Z], null, null, 
[Position; Wattage], null} 

한편, 모델 메타데이터는 제 2.4절에 설명된 모델을 호출하

거나 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제조데이터 메타데이터의 목적

과 유사하되, 모델 호출에 부합한 구조를 갖는다. 제조데이터

의 경우 워낙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제조데이터 메타

데이터는 범용적인 메타데이터 구조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

다. 반면, 모델 메타데이터는 모델의 구조를 현장의 제조형태

에 맞게 자체정의할 수 있고, 공정상황에 맞는 모델을 불러와

야 하므로 제조공정에 보다 특화된 구조를 갖는다. 가공공정

의 경우, 모델 메타데이터 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모델 메타데이터 

= {범용 고유식별자(UUID), 생성자(creator), 소재(material), 형상

(feature), 공정(operation), 전략(strategy), 지령(command), 목적

(purpose)}

예를 들어, 어떤 공정상황에서의 공작기계의 신경회로망기

반 가공동력 예측 모델을 호출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쿼리

를 생성하여 모델 저장소에 전달되고 이에 합치되는 모델을 추

출하는 것이다. 이때, <Figure 8>과 같이 PMML로 표현된 가공

동력 예측 모델을 호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PMML 
구조에 모델 메타데이터인 ‘ModelMetadataParameters’라는 속

성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모델을 호출하는 방식이다. <Figure 
2>의 공정상황(manufacturing context)은 ‘ModelMetadataParameters’
에 인스턴스되며, 신경회로망 모형은 ‘Data’속성으로 인스턴스

된다. 제조데이터 저장소 구조 및 모델 생성 방법론의 용이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Shin et al., 2016)과(Shin et al., 2017a)를 

참조한다.

모델 메타데이터 예시 

= {“MILLING_MACHINE_1”, “NVD1500DCG”, “Steel Alloy”, 
“Pocket”, “Pocketing”, “Bidirectional”, “G01”, “X-directiona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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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n Example of PMML Document Retrieval

4.4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제 2.1절에서 언급한대로, MAS는 홀로닉 제조시스템의 구

현을 위해 효율적이면서 통용되는 구현 도구이다. 본 논문에

서는, 다양한 MAS 구현용 프로그래밍 기법들 중에서 Java 
Agent Development Framework(JADE)를 기반으로 시스템 통

합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그 이유는, JADE는 에이전트를 구현

하는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는 Java언어 기반 분산 미들웨어 시

스템으로서(Bellifemine et al., 2006), 에이전트기반 어플리케

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다중 에이전트간의 상호운

용성, 개방형 서비스 및 이기종간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 프로

토콜인 Foundation for Intelligent Physical Agents(FIPA)를 채택

하여(Bellifemine et al., 2006; Poslad, 2007), 외부 어플리케이션

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Figure 9>는 JADE를 이용한 플랫폼 형태(1대 N 방식)의 시

스템 통합을 위한 아키텍처다. <Figure 9>는 Bellifemine et al. 
(2006)의 Web Service Integration Gateway(WSIG) 아키텍처를 

본 논문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서, 내부 에이전트들과 외

부 제조 어플리케이션간 양방향 통신을 웹서비스와 연결하는 

방법이다. JADE Directory Facilitator(DF)는 에이전트들의 등록, 
해지, 수정 및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JADE Gateway Agent(GA)는 
DF에 등록된 에이전트 혹은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UDDI)에 등록된 웹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상호

작용을 진행한다. ACL<>SOAP Message Codec은 에이전트 통신

언어인 FIPA-ACL Message(<Figure 5> 참고)와 웹서비스 통신

언어인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SOAP) 메시지간 양방향 

변형을 해준다. ACL/SL0<>WSDL Message Codec은 FIPA-ACL 
서비스 설명과 웹서비스 설명을 위한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WSDL)간 양방향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Axis Web 
Server는 SOAP 메시지를 웹서비스로 전송하거나 전달받는 역

할을 한다(Bellifemine et al., 2006). 이들의 구현은 JADE에서 제공

하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를 통해 가능하다. 

Figure 9. A Systems Integration Architecture for DMI-HMS
(re-edited from(Bellifemine et al., 2006))

5. 구현

본 장에서는 데이터 및 모델 연계형 홀로닉 제조시스템(DMI- 
HMS)의 실행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시제품을 구현한다. 이를 

위하여, 구현 환경 및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구현 결과 및 고찰

을 설명한다. 

5.1 구현환경 및 시나리오 

공작기계의 예측적 공정계획을 통하여, 사람의 간섭 없이 3
대의 밀링 공작기계 중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작기

계를 찾아내어 가공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한다.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 Eclipse Neon(컴퓨터 프로그래밍), JADE
(에이전트 개발 및 전개용 미들웨어), EJADE(JADE 실행 및 에

이전트 전개), MySQL(모델 저장 데이터베이스), Mongo DB
(제조데이터 저장 데이터베이스). 

<Figure 10>은 구현시나리오를 나타낸다. 1) 제품 에이전트

(Product1)가 밀링 형상 디자인에 대한 가공을 주문 에이전트

(Order1)에게 의뢰하면, 2) 주문 에이전트는 3개의 설비 에이전

트들(Machine 1, Machine 2, Machine 3)에게 작업 제안(Call for 
Proposal)을 요청한다. 여기서, 설비 에이전트들은 주어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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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mplementation Scenario

Figure 11. Implementation result of DMI-HMS

인을 가공할 수 있으며, 실험데이터 획득의 한계로 인하여 동

일한 공작기계로 가정한다. 작업 제안에 대한 비딩을 제출하기 
위하여 각 설비 에이전트는 가공에 따른 에너지를 예측한다. 
3) 각 설비 에이전트는 <Figure 1> 상단과 같은 자신의 ISO 14649 
프로그램과 ISO6983 프로그램을 가져온다. 4) ISO 14649 프로

그램에 코딩된 공정계획 파라미터(이송속도, 스핀들 회전속

도, 절삭 깊이)를 인식한다. 주어진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 
Machine 1(Feedrate : 0.0005mm/tooth; Spindle speed : 1,500RPM; 
Cutting depth : 1.5mm), Machine 2(0.0007; 2,000; 2.0), Machine 3 
(0.0005; 1,750; 1.0). 5) 설비 에이전트는 ISO 6983 프로그램의 

블록별로 <Figure 2>와 같은 해당 가공동력 예측 모델을 호출

한다. 이때, 각 블록별로 공정상황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가공

동력 예측 모델 호출이 가능하다. 이어서, ISO 6983 프로그램

의 블록 순서대로 해당 예측 모델을 순차적으로 나열한다. 각 

예측 모델에 대하여 공정계획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가공동력 

값을 산출한다. 그 후, 시간에 따른 가공동력의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값을 계산한다. 이는 주어진 예측 모델의 출

력 값은 가공동력(power)이며,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값은 시

간과 가공동력의 적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시간은 

공구경로 길이를 분당이송속도로 나누면 계산이 가능하다. 6) 
각 설비 에이전트는 예측된 에너지 소비량 값을 주문 에이전

트에게 비딩을 한다. 7) 주문 에이전트는 최소 에너지 소비량 

값을 제출한 설비 에이전트를 선택한다. 8) 주문 에이전트는 

선택된 설비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지령하고, 그 설비 에이전

트는 가공을 수행하게 된다.  

5.2 결과 및 고찰  

<Figure 11>은 작업의 호출부터 설비 에이전트 1대를 선택

하는 데까지의 구현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본 화면은 

JADE에서 제공하는 Sniffer Agent를 통해 시간흐름에 따른 에

이전트들 간 상호작용 및 메시지 교환을 사람의 간섭 없이 컴

퓨터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웹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에이전트들이 JADE DF에 등록된다. 그리

고, 제 5.1절의 시나리오 흐름대로 진행해 나간다. 이때, 각 설비 

에이전트는 제조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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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DataBroker 1)와 메시지를 교환하여 자신의 ISO 14649 
프로그램과 ISO 6983 프로그램을 가져온다. 또한, 각 설비 에

이전트는 두 프로그램들로부터 모델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모델 브로커 에이전트(ModelBroker 1)와 메시지를 교환하여 

해당 모델들을 모델 저장소에서 호출한다. 제 5.1절의 5) 방식

대로, 각 설비 에이전트가 가공동력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에

너지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achine 1(Energy : 13,901 
kJ), Machine 2(5,946kJ), Machine 3(19,458kJ). 구현 결과, 3대의 

공작기계가 서로 경합하여 최소 에너지 소비량(5,946kJ)을 제

출한 Machine 2가 선택되었다. 
Machine 2가 선택된 이유는 이송속도(feedrate)가 커진 만큼 

가공시간이 단축되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에너

지는 가공시간과 가공동력의 적분 값이므로, 일반적으로 가공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n et al., 
2017b). 이송속도가 크게 되면, 절삭력 증가에 따라 가공동력

은 증가하나 보다 짧은 시간 내에 가공이 이루어지므로 에너

지를 적게 소비하기도 한다. 즉, 가공동력 증가에 따른 에너지 

증가량보다 가공시간 감소에 따른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

유는, 절삭 깊이(cutting depth)가 깊을수록 공구경로가 상대적

으로 짧아지게 되면서 가공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에너지를 적

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시제품 구현을 통해 사람의 간섭 없이 에이전트들의 자

율적인 에너지 예측 그리고 그들간의 협업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KPI로 설정한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

여주었다. 기본 홀론 에이전트들이 제조데이터를 획득함으로

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공정계획 및 NC 프로그램들의 사전 해

석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어떤 모델들을 호출해

야 하는지 정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 상황별 

모델들을 호출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 계

산함으로써 KPI의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비록 본 구현

에서는 3대의 동일 공작기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많은 수의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복수개의 제품 및 주문 에이전트들의 구

현도 가능하다. 이는 에이전트들이 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개

별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FIPA 기반 JADE라는 표준 미들웨어를 활용함으로써, 

웹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외부 제조어플리케이션과의 정보

교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JADE DF에 등록된 에이전트들은 

제 4.4절에 언급된 방법으로 웹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으며, 이
들의 구현은 제 4.4절의 시스템 통합 구조 및 JADE의 API를 통

해 가능하다. 단, 구현중인 단계로서 본 논문에서는 제외되었

다. 그러나, 상기 방식은 외부 제조 어플리케이션이 JADE나 

웹서비스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

계가 있다. JADE나 웹서비스 기반이 아닌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고려한다면, 모든 에이전트, 제조데이터 및 모델을 범용

적이고 경량화된 객체표현 언어인 Java Simple Object Notation 
(JSON)(ECMA International, 2012)으로 표현하여 이기종간 시

스템 통합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및 모델 연계형 홀로닉 제조시스템 개발

을 위한 개념 설계(프레임워크 및 조직 아키텍처) 및 상세 설계

(상호작용, 정보구조,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및 메타데이터 구

조)를 실시하였고, 구현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는 홀론들의 자율적이고 협업적인 예측적 공정계획을 통하여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의 지능성 확보를 위함이며, 표준 제조

데이터 및 표준 프로토콜 기반 시스템 통합을 통하여 사이버-
물리 제조시스템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주요 기술적 

해결요소로는 : 1) 홀론들이 데이터 및 모델과 연결되고 이들 간 

능동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메타데이터 정의, 2) 
시스템 통합과 확장을 위한 표준 및 플랫폼 기반의 홀론 설계 

및 구현, 3) 제조 빅데이터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홀론

들의 학습적이고 선제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은 구현중이며, 꾸준한 설계의 확장

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한계는 : 웹서비스를 이용한 외부 제조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부족, 제조라인 대상(소수개의 공작기

계가 아닌)의 KPI 최적화 부족, 에너지 대상의 예측 모델에 국

한된 모델 다양성 부족이다. 진정한 사이버-물리 제조시스템

은 물리적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로 정보가 전달되어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단방향이 아닌, 사이버 세계의 의사결정이 물

리적 세계로 (근)실시간적 피드백 되는 양방향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실험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간 피드백 제어를 

구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이다. 이러

한 한계들의 극복이 향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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