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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의 디지털 혁신
- Data based Operating Model 중심으로
들어가며
화학산업에서
대외환경의 변화의
폭과 속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파급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화학기업간 글로벌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Digital은 시대의 흐름이며 Game Changer의 전략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ICT, 유통, 금융, 제조, 장치산업 등 전 산업에서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산업 별 특성에 따라 도입의 온도차는 있으나 기업 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화학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화학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Data based Operation Model)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왜 화학산업에서 디지털을 고민하는가?
화학산업은 전통적으로 원료가 되는 유가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과거에 비해
정치적 상황, 글로벌 수요와 공급 변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변수의 복잡성에 따른 비즈니스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 아 지 고 있 다 . Oil & Gas 업 계 의 석 유 화 학 사 업 에 진 출 , 범 용 제
(Commodity)와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 및 안전,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수의 관리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대외환경 변화1)]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화학산업에서 내부 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외부 시장의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범용제(Commodity)와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를 아우르는 사업 운영모델
(Value Chain 상의 성장과 효율화)의 재해석이 필요하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치가 바로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화학기업이
디지털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Source: News clipping,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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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에서 디지털화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재 Legacy가
탄탄한 조직이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플랜트 운영에 다양한 IT(정보기술)와
OT(운영 기술)를 활용하고 있다. 플랜트의 효율적 운영, M&A, License 등을
통한 외형적 확장과 기능성 신소재의 R&D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등이 화학산업
업계가 발전해 온 근간이었으며, 플랜트의 중단 또는 안전사고는 엄청난 영업
손실 및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플랜트 운영의 노하우가 사업의
경쟁력이며 핵심이었다.
플랜트 운영의 핵심은 수많은 장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센싱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생산체계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업무이다.
최근 화학기업들과의 디지털화에 대한 화두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디지털화
관련해서 IoT기반 센싱, 센싱된 데이터 기반 분석, 운영에 기 반영하고 최적화를
하고 있기에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이 얼마나 우리 業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플랜트 운영 수준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Legacy의 탄탄함으로 인해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운영체계의 변화보다는
디지털을 IoT, BigData, 인공지능 등 기술(Technology)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엔지니어링 부분에서의 도입 검토 시에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디지털을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도입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닌 미래 지향적
사업운영모델(Value Chain 기반의 Operating Model)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화학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BASF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
(Journey)을 통하여 화학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BASF 4.0 Project
BASF는 ‘15년에 BASF 4.0 Project를 시작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중에 있으며, “Our Path is Digital”라는 슬로건 하에 전방위적으로 디지털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BASF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초기에는 도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디지털을 통한 효율화(efficiency)와 효과성(effectiveness)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이는 Data와 새로운 디지털 혁신기술에 근간하고
있다. 또한 추진 방식에 있어서 Leadership의 전폭적인 지원과 Top-Down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강력히 추진 중에 있으며, Digital 조직화를 통하여 지속성을
유지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인력 양성을 위한 변화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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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의
전통적 운영방식과
Digital로 대변되는
운영방식의 본질은
궤를 같이 한다.

BASF는 BASF 4.0 Project를 통하여 5가지 디지털 테마를 정의하였으며, 현재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는 Pilot을 통한 검증 완료 후 유럽과 북미
공장에 적용 중에 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50개 공장에서 실 사용 중에 있다.
[BASF 4.0의 Digital 혁신 테마2)]

BASF 페어분트(Verbund)의 새로운 운영모델
BASF의 디지털 혁신은 기존 운영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페어분트(Verbund)에
근간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운영 모델의 본질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페어분트란 통합(integration) 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BASF 의 경영철학을
근간으로 수직·수평적 계열화를 통한 통합적 생산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운영효율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페어분트 운영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그 핵심에 데이터 기반
운영모델(Data based Operation Model)이 자리잡고 있다.
[BASF 페어분트 운영 모델 – Traditional vs. New3)]

2) Source: Project BASF 4.0, BASF
3) Source: Chemicals 4.0 Industry digitalization from a business-strategic angle,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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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Technology만의
접근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즉
People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운영 모델이란 변화의 요구사항에 대한 더 나은 이해(예측)와
유연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시장환경에서 현재 프로세스의 디지털 커버리지를
통한 높은 효율성(efficiency)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화학회사가 예측하고,
훨씬 똑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화학산업 디지털화의 3가지 접근법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운영모델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설명을
하 였 으 며 , 연 결 과 지 능 화 의 Industry 4.0 관 점 에 서 디 지 털 을 확 장 하 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3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화학회사의 디지털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잠재력4)]

첫 번째는 기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포함하는 투명성(Transparency)이며,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데이터 기반 오퍼레이션 모델의 적용이며, 세
번째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 Online
Marketplace, Open Innovation Ecosystem 등)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BASF 4.0의 담당 부사장과 최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학산업의 디지털 인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에 ” 디지털 인재란
데이터에 대한 분석역량을 갖춘 사람 , 오픈마인드로 Agile 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답하였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조직화,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의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Source: Chemicals 4.0 Industry digitalization from a business-strategic angle,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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