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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제조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로

서 정부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국내 중소 제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숙련 작업자의 감소 및 인력 확보 어려움, 생산성 하락, 다양한 제품

의 빠른 제조환경 변경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라인에 자동화를 적용하고 제조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POP(point of production) 등의 IT시스템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중소 제조 기업들은 IT시스템조차 도입하

지 않고 있거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였어도 약 80%의 기업이 

기초단계로서 도입된 솔루션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므로, 아직도 수작업으로 제조 데이터를 기록하고 취합,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하거나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들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자의 경험치에 의존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스마트 제조 기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

였음에도 스마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재는 IT솔

루션과 생산현장 관리방식을 통합하지 못하여 운영이 미숙하고 활

용도가 낮다.
중소 제조 기업 S*는 초대형 진공 챔버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으

로, 현재 MES와 ERP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 데이터의 수집, 관
리 및 분석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므로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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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동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여 챔버의 프로젝트형 극소량 생산에 

따른 소재의 적절한 재고, 제조 리드타임(lead-time) 및 효율적 기

계 투입 수를 산출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 및 유연한 수요 변화, 
납기 준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조 현장의 

혼류 생산, 기계별 제약 조건 및 작업자의 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과 제조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수작업으로 분석하

고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하여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제조현장 운영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체계

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유연한 제조 공정 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4M (man, material, machine, method) 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 및 방법론이 필요하다.
스마트팩토리운영관리(FOM, smart-factory operation management) 

솔루션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4M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 별로 

발생되는 다양한 생산성 저하 요인들의 분석을 수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여 최적의 방안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예측하며 수작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도

록 한다[3].
수작업이나 MES를 통해 수집된 제조 공정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의 도입이 중소 제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치수 변화 요인이 많고 복잡하며, 
후 공정에 비해 불량이 높은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조장비 

운영데이터, 운영 통합 데이터 등의 공정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적용에 필요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4].
일본의 히타치는 제조 현장의 기기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고 활용하여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찾기 위해서 

IoT(internet of things)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의 구축을 제안했다. 
이 솔루션은 제조 현장의 사용자 스스로가 기계나 기기로부터의 

데이터의 수집, 가시화, 분석을 실현하는 플랫폼과 IoT를 연결하여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불량 예측 검지, 고장 예측 검지 등 현장 KPI에 

대응하는 분석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과 

분석으로 현장 과제 해결 등의 각 공정의 개선 사례를 신속하게 

보여 줌으로 고효율 생산을 위한 최적 시점을 제시할 수 있다[5].
그러나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시스

템의 구축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경영 및 제조역량 개선에 적

합하게 분석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폭 넓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IoT 연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디지털 전환은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생

산인력 부족이나 숙련 작업자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 종래의 생산 관리 수법을 디지털 기반의 데이

터 수집, 관리 및 분석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유연한 생산 대응과 제조 환경 변화에 따른 기계나 작업자에게 맞

는 작업 지시, 소재 및 제품의 제조 기록 관리를 통한 품질에 대한 

추적성을 제공하고 공장운영관리 및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FOM 솔루션을 적용하여 고객의 요구규격에 맞

춰 소량의 프로젝트형 제조를 수행하는 증소기업형 데이터 기반 

사례를 분석 및 검증하여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

구하고자 한다. 

2. 스마트팩토리운영관리(FOM)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이 없거나 기초단계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를 구축하여 시스템 활용이 미흡한 중소 제조 기업은 제조공정관리용 

IT시스템뿐만 아니라 AT(automation technology), OT(oper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제조의 핵심 요소인 4M이 유기적으로 가동

될 수 있는 지능형 신생산시스템(meta intelligence-new production 
system, MI-NPS)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FOM솔루션은 MI-NPS를 구성하는 

FOM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 제조 공정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로 

부터 생산 관리 목표 및 생산성(code 1000), 비가동(code 2000), 
불량(code 3000), 부적합(code 4000)의 4가지 코드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고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의 가상 

생산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분석, 변화

관리 방법을 수행하여 개선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문

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시로 변화하는 

제조환경의 변화관리가 가능하다[7].
아래 2.1절에서는 FOM 솔루션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한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2.1 FOM 솔루션 적용한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제시한 FOM솔루션으로 4M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제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FOM-Logic/Algorithm으로 전처

리하고 FOM에서 요구하는 CSV(comma separated value) 파일형

식의 파일세트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는 제조일자, 공정, 
작업자, 설비, 제품, 계획, 실적, 비가동, 불량 등으로 구성된 19개의 

변수를 갖는 실적정보관리(manual qpr)와 불량(manual reject), 
부적합(manual abnormal), 비가동(manual downtime), 한도설정

(manual limit) 및 단가(manual cost)의 6종류 파일로서 FOM 솔루

션 적용하여 생산성, 비가동, 불량의 생산관리지표를 분석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FOM솔루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 요인을 도출하

고 개선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프로세스는 아래 

Fig. 1과 같다. 이러한 코드별 분석 결과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4M에 대한 

변화관리가 가능하다[8]. 변화 관리는 적용 사례 기업과 같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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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형 주문제작을 수행하는 제조현장에서는 동일한 공정이 작업

자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 차이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설비별 고장, 비가동과 같은 가동

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형 진공 챔버 제조사의 사례 연구
3.1 4M 데이터 및 FOM 솔루션 적용 분석 

일반적인 진공 챔버는 단일 유닛 형태로 소재 절단부터 가공 및 

검사 완료까지 제작기간이 20일 가량 소요되며, 일체형 원재료를 

오면 가공 방식으로 깎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이나 가

공 방법의 개선이 어렵다.
이와 달리 대형 진공 챔버는 고객의 요구 규격에 따라 여러 개의 

분할 유닛으로 구성되고 소재 가공, 용접, 변형 보정, 사상 등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통해 제조하므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숙련

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 확보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공장운영관리 관점에서도 세부 가공 공정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큰 흐름에서는 일반 챔버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 적용한 S*는 대형 진공 챔버 제작 과정의 가공 기계별, 

공정별 생산 현황, 가동률, 기계 비가동 등과 같은 전체 제조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작업 일시, 작
업자, 기계 등의 생산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Fig. 2의 공정 흐름도에 따라 대형 챔버를 제조하는 경우, 외주

에 발주한 소재가 가공되고 부품 창고에 입고된 시점부터 제품을 

완성하여 출하하는 데까지 평균 60일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며, 월
간 프로젝트 실적 및 기계 가동률 등을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약 16시간, 이 자료를 기준으로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실적 

보고서 작성에 8시간이 소요되고, 이와 별도로 해당 월에 발생한 

부적합과 조치결과 데이터를 평균 3~4시간을 투입하여 정리하여 

프로젝트별 월간 불량 및 조치 실적 보고서에 8시간 정도를 투입하

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공 챔버의 크기에 대한 확대 요구가 되고 

있으며, 크기의 변화는 전체 제조 소요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하

는 가공 공정(1단계+1.5단계+2단계 가공)의 리드타임을 크게 증

가시키게 되므로 제조 흐름의 병목(bottle neck) 공정이 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제조 공정별 특정 기간 데이터는 수기로 

작성되어 생산 계획 및 달성률, 비가동을 제외한 부적합이나 

불량 데이터가 없으므로 생산 달성도, 비가동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10월 제품별 생산 계획은 55,350이었으나 생산 실적은 33,163

으로 생산량 달성률 59.9%를 보였으며, 가공 기계별로 분석하면 

아래 Fig. 3에 보는 바와 같이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RB-8VM 
#3번 기계 83.2% ,HPM-30L #2번 기계 82.8%, BF-1308 #2번 

기계 77.6%이며 RB-8VM #2번 기계는 53.7% 로서 개선이 필요

하다. 현재 대형 진공 챔버의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리드타임) 중
에서 1단계/1.5단계/2단계 가공 공정이 전체 일정의 60%를 차지

하며 가공 기계의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효율적인 기계 운용을 하

지 못하여 공정 투입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 공정의 

리드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작업자별 생산 실적을 분석하면 Fig. 4와 같이 14명 가운데 7명

의 작업자가 70% 이하의 생산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G.Kim과 D.Jang은 60%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가동률 분석을 통해 제품별, 가공 기계별, 작업자별 및 

Fig. 1 Comparison and analysis process by FOM solution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vacuum chamber

Fig. 3 Production achievement rate of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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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비가동에 대한 4M을 상세 분석하여 작업 계획 922.5시간

의 40.1%인 369.7시간이 비가동임을 확인하였다. 가공 기계의 비

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Fig. 5의 비가동 분석 결과와 

같이 stop-by-plan(계획정지. 가공기계 이상에 의한 정지 포함) 
20.38%, set-up 5.68% 그리고 omission(비가동 누락) 10.32%의 

3개 요인에 의한 비가동 시간 합이 36.38%를 차지했다. 이 요인들

은 가공 기계 운용 효율과 공정별 리드타임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주야간 교대 작업으로 하루 약 20.5시간을 가공 공정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기계 가동률은 평균 60% 이하이다. 
따라서 발생 요인별 비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3.2 FOM 솔루션의 개선효과 분석 
FOM 솔루션의 비교분석은 4M데이터의 시뮬레이션으로 개선 

조건 도출 및 생산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최적의 조건 및 최적 

시나리오를 도출하도록 한다.
As-Is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시나리오를 수립

하며, 제조 현장/공정 상황 및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공정 및 

요인별 상한선을 적용하여[9] 중점 개선이 필요한 비가동 시간을 

30~50% 단축하도록 하였다. As-Is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가동 요

인인 계획정지는 가공 기계 고장에 따른 정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공구 교환 및 준비 교체 시간을 개선하여 30% 단축하고, 셋업은 

소재 고정용 치구 작업 방법과 주축의 가감속 시간 조정 방법을 

개선하여 30%를 단축하며, 비가동 누락은 비가동 항목을 세분화

하여 작업자가 입력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현재보다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To-Be데이터를 생성했다. FOM 시뮬레이션으로 생

산 달성률 및 비가동을 code별로 분석하고 As-Is 결과를 비교하여 

Fig. 6과 같이 비가동률이 개선 전 40.6%에서 시나리오 적용 후 

9.5% 줄어든 31.1%로 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적용할 방안을 도출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흐름공정이 아닌 프로젝트형 극소량 제

조를 하는 증소기업 S*의 4M 데이터를 사례로 분석 및 검증 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전처리하고 FOM 솔루션을 적용하

여 종합적인 생산실적, 비가동 등의 데이터와 4M 기반의 통합적인 

관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공정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원인과 개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 데이

터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개선안에 따른 예상 개

선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객이 요구한 제품을 일정 기

간 동안에 프로젝트형 극소량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설

비/센서/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어 

이상 유무를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하며[10], FOM 솔루션 같은 

데이터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생산성 개선 방안에 대한 데

이터 시뮬레이션으로 효과를 예측하고 전체 공장의 생산성과 회

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결정하여 현장에 

적용한다면 한층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형 제조 현장의 공정 최적화 연구

를 계속한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는 스마트한 공장 운영과 

기업의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

Fig. 4 Production achievement rate of worker

Fig. 5 Non-operation rate by factors

Fig. 6 Enhanced result by simulation of To-B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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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11]. 

후기
이 성과물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의 재원

으로 한국산학엽협회(AURI)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2
년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과제번호: S32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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