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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manufacturing sit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inadequate from the perspective of SMEs. The construction of 30,000 smart
factories can be achieved quantitatively, but it is necessary to upgrade data-based
smart factories. However, SMEs lack manpower and are managed manually by
Excel. Therefore, difficulties in systematic goal establishment and manufacturing
innovation activities can be solved through smart-factory operation management
(FOMs)-based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methodology. Three differences
in above technology can be ascribed from the existing innovation methodology.
Firstly, there is systematization of goal establishment by objective & key results
(OKR). Secondly, change in management of 4M (man, machine, material, method)
occurs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sis by FOMs system. Thirdly, it is
improving its level with continuous execution and feedback. The objective is to
align with the goals of the manufacturing company to focus on them and quickly
track them to challenge them.

본 역시 ‘2020 제조기반기술 진흥정책’을 채택해 제조업의 체질적

1. 서 론

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큰 축에 하나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

한때 과거 사양산업으로 여겨왔던 제조업에 강대국들이 힘을 집중

(GDP)의 27.8%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제조업 강국인 일본, 독일

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다도 높다.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에 의하면 세계 3위의 제

제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이

가속화와 잇따른 팬데믹 발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전면 재편되고

제조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출로 먹고사는 현실에서 스마트 제조업

있기 때문이다. 값싼 인건비에 해외 공장으로 이전 하던 생산시설
타국 이전 방식도 이제는 한계에 있다[2].

[1]

(제조)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천명하
고 있으며, 독일은 10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4차 산업혁명)’으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제조업 혁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로 글로벌 제조산업계의 판세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중소기업 환경은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제조업종의 만성적인 인력난

‘중국제조 2025’를 부르짖고 첨단 제조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일

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업무 대부분이 비정형으로 업무에 대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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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가 어렵고 데이터 기반 관리가 안 되거나 이미 구축된 스마

기 위한 지표 및 data-set 항목들을 설정하고, FOM 솔루션을 통해

트 공장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도가 낮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현장 개선을 위한 4M (man, machine, method, material) 데이터

[3]

제조 현장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처지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 IT

분석을 진행한다. FOM 시스템은 이 두 가지 서브 시스템들이 상

관점에서 데이터 생성이 쉽지 않고 엑셀에 의한 수작업으로 활용도가

호적으로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숫자로 된 체계적인 PDCA (plan, do,

있도록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1.1절에서 FOM 프로세스를 2.1.2

[4]

check, action) 방법에 따른 일하는 방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절에서는 FOM 솔루션을 설명한다.

숫자로 생각하면 진짜 원인을 알 수 있고 명확한 숫자가 있으므로
2.1.1 FOM 프로세스

어떤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또한 성과로 이어지는 일을 먼저 하면 결과는 반드시 좋아진다.

FOM 프로세스는 제조 현장의 혁신 방법론으로써 4M 문제해결

하지만 기존의 혁신방법론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목표를

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5]

명확히 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분석 파악하여 해결방안의 발굴 및 최적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따라서 전체 최적화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 프로세스이다. FOM 프로세스는 수준 진단 -분석-적용-유지

집중할 부분을 찾고 목표에 정렬하고, 분석 및 요인 추적을 통해

관리-최적화-교육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절차 수행

지속적인 개선과 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smart-factory operation

을 통해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관리 및 FOM 솔루션

management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방법론’이다.

분석을 위한 지표와 data-set의 항목들을 설정한다. 또한, 혁신 프

본 연구에서는 FOMs 시스템과 OKR (objective & key results)을

로세스 단계를 지속적인 주기로 관리지표들을 개선해 나가며 기업
의 생산성을 향상한다[7].

적용한 제조기업 현장의 혁신 활동을 통해 경영성과에 연결하게
하는 스마트 제조혁신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선행 연구를 살펴

2.1.2 FOM 솔루션

보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방법

FOM 솔루션은 생산 제조 현장에서 생성된 4M 관련 분석에 활

론 제시와 4장에서는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5장에서는 사

용되며 IT 관점의 솔루션분석을 수행한다. FOM 솔루션의 활용으

례연구 결과 요약과 향후 연구 발전 방향에 관해 기술한다.

로 FOM 코드별 분석, 차이 비교분석, 변화관리 방법이 있다.
FOM 코드별 분석은 제조현장의 4M data를 FOM 코드 번호에
따라 분석을 위해서 생산수량, 비가동, 불량, 부적합 총 4개의 지표

2. 선행 연구

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생산수량(product volume)은 계획 수량
대비 실적수량으로 생산계획 달성률 지표로 관리되며 수치가 높을

2.1 FOM system
호서대 스마트 팩토리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FOM 시스템[6]은

수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100%를 넘을

아래 Fig. 1과 같이 교육 및 현장개선을 위한 FOM 프로세스와

수는 없다. 비가동(downtime)은 생산 투입시간에 생산에 기여하

4M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FOM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 못한 유실시간으로 단축에 대상이 된다. 불량 및 부적합은 제품

FOM 프로세스를 통해 핵심 KPI 관리와 FOM 솔루션 분석을 하

생산중에 양품조건에 들지 못하는 항목이며, 부적합은 재작업
(rework)를 포함한다. FOM 코드 번호로는 #1000부터 #4500까
지 있으며, 각각의 관리지표명, 관리번호, 세부 분석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때 분석에 사용되는 FOM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Fig. 2와
같이 관리번호에 의한 모든 분석 요소들이 유기적인 연결로 제조공정
의 낭비 요인과 생산성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으며 특히 변화에
대한 추적관리가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00에 따른 설비
#1의 생산량을 분석하면서 단편적으로 설비의 생산실적만이 아닌,
#3000과 #4000에 따라 설비 #1에서 생산 시에 발생한 불량과 부적
합에 대한 분석과 #2000에 따라 설비 #1 생산 시에 발생한 설비의
비가동 시간 및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한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FOM 코드별 분석을 통해 저해 요인을 파악한다.

Fig. 1 FOM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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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FOMs change management

Fig. 2 Flow chart of general analysis procedure according to
FOM code
downtime : 비가동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유실)
defect : 불량 (양품 조건에 벗어남)
noconformity : 부적합 (재작업 포함)
achivement rate : 달성률 (실적/계획 * 100)

산 프로세스 변경 시 FOM logic에 적용하거나 FOM 솔루션의
기능인 실적관리 통하여 data 변경을 수행한다. FOM 코드별 반복
분석과 생산 제조 프로세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비교 차이
분석을 통해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trend 관리를 수행

FOM 솔루션을 활용한 코드별 일반적인 분석 절차는 Fig. 2와

한다. 아래의 Fig. 3에서의 플로우 챠트는 FOM 솔루션의 4M 변

같다. 먼저 data 분석을 위한 기간(연간/월간/주간)을 정하고 분석범위

화관리를 나타낸다. 분석절차는 분석 기간을 정하고 대,중,소항목

(공장 /생산라인 /공정 단위)를 설정한다. 그런 다음, 생산계획 달성율

에 따른 세부 분석 범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달성률이 저조한

이 저조한 제품과 생산제품 점유율 순위가 높은 제품을 먼저 선택하여

제품군과, 생산 점유률이 높은 제품군을 선택한다. 선택한 제품을

FOM 코드별 분석을 수행한다. 생산달성률 및 생산제품점유율을

대상으로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비가동(downtime, #2000),

기초로 제품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생산달성률이 저조한

불량(defect, #3000), 부적합(nonconfomity, #4000)을 4M별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성 저해요인에 대해서 4M 측면의

분석, worst 항목을 도출하여 개선에 반영한다. 개선에 의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생산제품점유율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인자의 변화 여부를 체크하고 새로운 worst를 찾고 개선하는 반복

클수록 해당 제품이 주력 생산제품이므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사이클을 수행하게 된다.

두고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택된 두 가지
제품에 대한 FOM 코드 관리번호 #2000, #3000, #4000 기준에
의해 연관된 작업자, 설비, 요인들을 병행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Table 1 FOM code management list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생산계획 달성률 및 생산제품 점유율을

FOM management indicators (code number)

기준으로 worst 제품을 도출하며, 그 worst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작업자, 설비, 비가동/불량/부적합 세부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
를 도출한다. 그 후 분석된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제조업의 특성상 영업과 수주방식에 따라 4M 측면의 생산 프로
세스 및 요소가 수시 변경이 발생하며, FOM 솔루션은 이에 대응
하기 위한 변화관리 방법이다. 제조 현장은 빈번한 생산 프로세스

Product volume
(1000)

Total (1100), Product (1200),
Machine (1300), Worker (1400)

Downtime
(2000)

Total (2100), Product (2200), Machine (2300),
Worker (2400), Factor (2500)

Defect
(3000)

Total (3100), Product (3200), Machine (3300),
Worker (3400), Factor (3500)

Nonconformity
(4000)

Total (4100), Product (4200), Machine (4300),
Worker (4400), Factor (4500)
Detailed analysis contents

변경 및 4M 변동에 대응함으로써 생산성 저해와 낭비 요인들을

Yearly, Monthly, Weekly, Daily, Work(day/night,8-hour, etc.) shift,
3-step setting scope (factory, production line, production detail line)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변경 점 관리에서는 4M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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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KR platform

Table 2 OKR vs. MBO

OKR은 목적(objectives)과 핵심 결과(key results)를 말하며 조
직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다. 1975년 앤디 그로브가

Goal
setting

인텔에서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며 조직을 관리할 때 사용한 방법

Evaluation

MBO
Essential

Team

Individual

Bottom up

Top down

Intrinsic motiva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ward

Quarterly, Yearly

For years

론으로 MBO (management by objectives)를 고안한 현대관리기
법의 아버지 Peter Drucker의 연구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후에 미

OKR
Offensive

국의 벤처 투자가인 존도어가 인텔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에 구글에 더 발전된 OKR 모델로 3개월 단위 목표 3개

OKR은 각 부문에서 회사 전체의 목표와 구체적인 핵심결과 사이

핵심결과 3개의 원칙인 3-3-3원칙을 적용하였다.
앤디 그로브에 의하면 OKR의 O는 목표(object)를 뜻하며 성취해

를 달성하는 모든 수단을 유연하게 설정하게 된다. 또한 목표는

야 하는 대상이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로써 도전적인

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단위의 집단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목표로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KR은 핵심 결과(key result)를

것이다. 또한 성과 평가의 도구가 아닌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말하며 목적지로 나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이정표와 같은 것으로

동기부여와 과정에 충실하게 한다[9].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

2.3 혁신 방법론 고찰

로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측정과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OKR의
효과를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혁신방법론 중의 하나인 6시그마와 한국 중소기업

너무 많은 목표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OKR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 싱글 PPM 혁신활동에 대해서 Table 3에 나타내었다. 6시

팀을 연결할 수 있고 부서별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마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자제적인

[8]

팀워크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혁신을 추구하지만 싱글PPM 품질혁신은 협력기업의 모기업

구글은 OKR을 통해 초고속 성장하였고 국내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중요한 장점으
Table 3 Comparison of improvement methods

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한다. OKR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목표가 아닌 목적을 설정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보이게

Measurement index

Defect rate (PPM)

Sigma level
Response by
overall design of
management
process

QC 7 tool, basic
statistics

Utilize a variety of
advanced statistics,
statistics software

Improve stage

6 step
(S, I, N, G, L, E)

5 step
(D, M, A, I, C)

Method of
propulsion

Top down

Top down

회사나 조직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방법은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일치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Improve
techniques

전사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서 중복되는 업무를 피하고 부서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면서 협업해 나갈 수 있게 된다[8].
OKR에 FOM 솔루션을 대응시키면 정량화 디스플레이 시각화하
며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는 첫 번째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가동 불량, 4M 요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FOM 코드별 19개지
표를 다차원분석 비교분석으로 중요도 순위에 따라 정량화 디스플레
이 시각화하고 두 번째로 부서별로 생산품에 대한 손실 비용이 큰
것부터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 협업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하며, 세
번째로 각 개인, 각 부서, 각 협력사 등 모든 업무는 데이터로 정량화되

Scope of
participation

Simultaneously
Leadership of parent
between parent
company and
company and partner
participation of partner
company
companies
participation

Scope of
application

Improvement of
Innovation across
individual products and business processes
services (design and
(R&D,
manufacturing
manufacturing,
focused)
office overhead)

어 콘트롤 타워에 취합, 손실 비용으로 관리되고 제조기업의 프로세
스 KPI를 FOM 정량적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미션-비전-전략을
구체화한다.
기존의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 MBO)와의 차이
점은 Table 2에서와 같이 MBO는 숫자로 정량화가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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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gma

Based on scientific
management
techniques a
problem-solving
technique
(QC, IE, VE etc)

된다. 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부터 미션-비젼-전략을 명확히 하고

Single PPM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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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M, OKR features and roles
Module

Features

Roles

OKR platform

Aggressive goal
management

Objective,
Key results

Process

Smart factory
operation management

Continuous
improvement

Solution

Downtime, Defective,
Non-conforming,
4M impact analysis

Performance
analysis control

PBL

Capacity building

Problem-solving

CPS
(simulation)

As_Is, To_Be
Directionality,
Simulation

Clarify manufacturing
process, 4M efficiency

FOMs

Fig. 6 FOM macro & micro analysis

방법에 차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데이터 기반 의
사결정 및 신속한 개선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목표 달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쟁의 요소이다[10].

3.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방법론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방법에서 FOMs, OKR 목표 수립
및 분석 실행은 Fig. 6에서와 같이 두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생산능력 관점의 거시적 분석으로 타케팅된 목표(G1)와
두 번째로 4M 관점의 미시적인 분석(G2)으로 최적화 및 변화관리
에 OKR방법론과 FOM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Table 4에 FOM 시스템과 OKR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기술
하였다. 개별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상호 융합하여 장점은 극대화
Fig. 4 Flow chart of FOM, OKR

하고 단점을 보완한다. Fig.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OKR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맞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핵심 지표 수립[9]과 FOM
솔루션 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FOM 프로세스로 지속적 개선
및 변화관리를 하게 된다. 각각의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
여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단시간에
창출해 낼 수가 있다.
제조기업의 생산은 설계 표준대로 생산지시를 하여 얼마만큼 빨
리, 저렴한 비용으로 즉, 불량과 비가동, 재작업 없이 한 번에 생산
으로 계획 대비 목표 달성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이 제조의 목
표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11].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절차는 Fig. 4와 같이 OKR
의 O는 회사의 미션-비젼-전략을 바탕으로 이슈를 도출하여 목표

Fig. 5 FOM, OKR structure

와 연결하게 한다. 이때 목표는 공격적 목표로 70% 정도 달성 수
지원에 의한 수동적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6시그마는

준으로 정하고 하위의 KR을 전개해 나간다. 제조기업의 예를 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

‘제조 가공비 절감으로 업계 3위 이내 진입’ 이라고 설정하고 하위

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추진한다는 특징인 반면 싱글 PPM 품

의 KR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KPI를 정한다. 첫째 비가동 감소

질혁신은 품질문제에 관련된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과제 해결

30%, 둘째 불량 감소 20%, 셋째 부적합 감소 30%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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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hievement rate of FOM analysis
Fig. 7 OKR, FOM management (current status)

Notification window

Fig. 10 Nonconformity product of FOM analysis
Fig. 8 FOM notification window

타당성이 있는지는 KR이 달성되면 O가 달성될 수 있는지 점검한
다. OKR이 확정되면 FOM 솔루션에 의한 현 수준을 파악한다.
FOM 코드별 분석 점검을 통해 파레토의 법칙에 의거 생산점유율
상위 제품군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품 중에서 비가동 불량, 부적합
에 대해서 4M별 Worst를 찾아서 개선 대상으로 정한다. 개선 대
상은 FOM 프로세스 PBL (problem based learn) 문제해결 기법
에 따라서 개선을 수행하며 개선 여부는 FOM 비교분석에 따라

Fig. 11 Nonconformity operator of FOM analysis

지속해서 비교한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FOM 프로세스를 반복
하고, 매일 매일 FOM 솔루션의 알림창 기능을 활용해 내용을 점

제조혁신 방법을 적용하였다. FOMs, OKR 목표 수립 및 실행 점검

검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상향 일치화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은 데쉬보드의 현황관리를 통해 수행하며 Fig. 7과 같다.
Objective와 Key results를 정의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그래프

KPI가 달성되면 새로운 O를 설정하고 KR을 업데이트하고 Fig·

가 FOM 분석을 통해 그려지게 된다. Task board에는 Fig. 8의

5의 플로우 챠트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FOM 솔루션의 알림창에서 추출된 문제가 해야 할 일(to-do)에

4. 적용 사례

기록하게 된다. 이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흐름에 따라 doing과
done으로 옮기면서 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전산화 전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제작에

까지는 붙임 쪽지를 활용하였다. 팀 단위로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

필요한 대형 진공챔버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

기 위해 미팅 일정표에 의해 목표 실행을 점검하고 공유하게 하며

다. ERP, MES 등이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데이터화

시간이 걸리는 개선항목은 action item board에 담당자와 납기를

어려움으로 수작업 엑셀 활용도가 높고 각각의 성과측정 및 평가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싸이클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면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작업자 의존도가 높은 제관, 용접공정의

서 혁신 활동을 추진한다.

경우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적용사례 기업의 생산 시스템 및 공정 구조는 리드타임이 길게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목표관리를 위해 FOMs 기반 스마트

소요되는 제품 생산으로 인해 공정의 마지막에 부적합 사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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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용접의 부적합 요인이 25%의 점유율로 파악되었다. 개선사
항으로는 고숙련자의 암묵지화 된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표준화 및
동영상 매뉴얼을 활용하였고 부적합을 줄이기 위한 자공정 완결형
검사체계를 적용하여 문제 발생 전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였다. 2월 말 기준 달성률이 79.4%에서 4월말 달성률이 93.8%
변화된 것을 FOM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 전ㆍ후 비교 결과는 Fig.
1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에 관한
결과를 숫자로 엄밀하게 검증하여 유지되도록 하였다. 개선 결과

Fig. 12 Nonconformity factor of FOM analysis

는 원가와 투입금액 및 손실금액 또는 에너지 사용량으로 선택,
개선 전후 비교가 가능하여 경영성과에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조 현장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분석과 실행에
대해서 OKR과 FOM 프로세스 절차대로 수행하면 성과로 연결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의 방법은 OKR
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달성 지표로 전개하여 FOM 솔루션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제조 프로세스의 명확화 및 자동화를 위한
3D 시물레이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OM 프로세스로 개선추진
과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인 PBL로 구성되어 있다.
Fig. 13 FOM comparison analysis

FOMs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방법론을 실제 기업에 적용한 결과
목표 미달에 대한 명확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것은 생산성,

견되는 공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원가 및 리드타임 등 제조 KPI 및 PPI (process performance

할 대상으로 key result인 부적합을 분석하였다.

indicator) 개선 목표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간에

Fig. 9와 같이 전체의 달성률은 79.4%이며 전체 제품 중에 달성

팀 활동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혁신방법론이며 중소 제조기업

률 70% 이하의 제품은 4개의(lower, upper, docking,side face)

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부적합에 대한 세부 점유율을 분

향후 연구로는 FOM 솔루션에서 알림창 기능을 활용하여 OKR

석하게 되면 lower face, side face, lower plate 제품이 전체의

에 자동으로 task 우선 순위화가 되도록 하고 해야 할 일(to-do)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Fig. 10과 같다. 작업자 관점에서는

목록에서 빠르게 협업할 수 있도록 진행 여부를 파악하여 기여도

op1, op2가 전체의 71%를 점유하는 것을 Fig. 11에서 보여주고

를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있다. 부적합의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작업 누락과 치수 불량이
점유율 60%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Fig. 1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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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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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대푯값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미확인 비율을 줄
이기 위해 설비에서의 가동, 비가동의 신호를 연결하여 비가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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