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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야구복의 효율적 생산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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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product quality of customized baseball jerseys, this study developed a multi-
variable system for a production process that efficiently controls diverse production management factors. The working
time was measu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process where skilled workers and Chinese factory workers
manufactured 5 sets of the same basic design jerseys. Based on the measured working time (1,136 seconds/per unit), the
multi-variable process control system was developed, where hourly production management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involved workers and equipment types. Each process was assigned accoding to the production management factors for
a total of 28 standard processes. The processes were developed based on consideration of work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order of needlework of open-type set baseball jerseys with sleeves(the basic design of baseball jerseys)to result
in a customized production system structure that could be set up with multi-variables. As a result, a total 12 types of sys-
tems wer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nel involved and the number of equipments. The optimal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ith the highest efficiency compared to the number of workers)was A-2, B-1, C-1. D-2, E-2, F-1,
and G-1. This system had extremely high efficiency and showed 99% assignment efficiency for the 7-person team.
Though not optimal, possible process assignment for each working personnel is proposed as a reserve process in case
work modification is inevitable due to malfunctions and the absence of equipments.

Key words: customized baseball uniform(맞춤형 야구복), production process control(생산공정관리), multi-variable
system(다변형 시스템), standard process(편성효율), assignment efficiency(공정분석)

1. 서 론

야구복은 팀별로 고유한 디자인과 선수의 체형에 맞는 유니

폼을 개별주문에 의해 개별맞춤형 생산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야구복은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특

수재봉기를 사용하고, 팀별 로고 및 개인 선수의 번호와 이름

을 자수재봉기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품목으로 다양한 생산설비

가 필요하다. 야구복의 제품특성에 따라 높은 제조원가가 소요

되는 것과는 달리 제품가격이 높지 않아, 신규시장 진입과 매

출증대를 위해서는 제조원가의 절감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효율

적 생산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국내의 봉제 산업은 인건비의 상승과 생산직에 대한 기

피현상으로 해외소싱이 증가하면서, 인력의 고령화, 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수준 저하로 이어져, 국내 의류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패션시장은 빠른 환경

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나, 아직

까지 국내 의류제조 산업은 수요에 대처하는 산업 기반을 준비

하기 보다는 대량생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실적

생산에 급급하여 제조원가 상승과 품질저하라는 부작용으로 경

쟁력을 잃어가고 있다(Hong et al., 2010; Kim & Oh, 2009).

야구복은 고객화된 맞춤형 제품으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리

드타임을 단축하여 제품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자배열형

의 대량생산 방식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활용한 새로

운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야구복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야구복 상의의 표준화 공정을 개발하고, 표준화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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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디자인 변화, 작업자의 수 및 주문량 등의 생산관리 요

소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 야구복 상의의 생산 공정 관

리 다변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야구복은 개별화된 디자인과 사이즈로 1대1 맞춤형으로 생

산하여야 하는 변량변종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맞춤형 야구복

상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생산관리

요소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즉각 대응

이 가능한 맞춤형 야구복 상의의 생산 공정관리 다변형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준 야구복 상의의 표준공정

을 분석하여 작업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30년 이상

의 숙련자와 현지 공장 작업자에게 각 5벌의 상의를 제작하도

록 하여 작업시간을 측정하였다. 작업시간 측정 자료를 근거로

생산요소에 따른 다변형 공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개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 야구복 상의 표준공정 분석

선행 연구 결과(Kang et al., 2011) 야구복상의의 기본디자인

으로 결정된 오픈형 셋인 슬리브 야구복 상의를 기준 디자인으

로 결정하여, 표준 공정을 분석하였다.

2. 숙련자에 의한 표준 작업시간 설정

기준디자인을 표준 공정에 따라, 국내 30년 이상의 경력자로

본봉을 비롯한 특종을 모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자 4

인(본봉 및 특종 3인, 마무리 1인)의 작업시간을 측정하여 표

준 작업시간을 설정 하였다. 작업은 동일한 디자인의 야구복 상

의 5벌의 재단물을 표준공정에 따라 연속하여 작업하고 1벌 단

위로 작업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공정 간의 이동시간은 5벌 단

위로 측정하여 표준 시간 산출 시 여유율 산정에 활용하였다.

3. 현지 공장 작업시간 측정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관리 문

제점을 도출하고, 표준 공정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품질과 능률을 향상 시키고 효

율적인 맞춤형 야구복의 새로운 다변형 공정관리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현지 공

장의 작업자의 작업시간을 측정하여 현지 공장의 생산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4. 맞춤형 야구복 상의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맞춤형 야구복을 주문 생산한 자료를 근거로 주별 생산량을

산출하고, 최대생산 수요량과 최소생산 수요량을 예측하여, 주

문량을 단계별로 정량화하였다. 주문량에 따라 생산수요를 예

측한 결과를 기준으로 최대 작업자 인원수와 최소작업자 인원

Fig. 1. R&D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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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설정하고, 기기의 구성에 따른 작업시간의 효율을 분석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주문량, 작업자 인원수, 기기의 구

성 및 디자인 변화와 같은 생산관리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야

구복 상의 생산 공정 관리 다변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준 야구복 상의 표준공정 분석

기준 야구복 상의 기본디자인인 오픈형 셋인 슬리브 야구복

상의의(Fig. 2) 봉제 순서에 따라 표준 공정(Fig. 3)을 설정하였

다. 봉제공정은 이중 본봉재봉기 7공정, 오버록재봉기 5공정,

인터재봉기 1공정, 삼봉재봉기 1공정, 2본침 재봉기 2공정, 단

추달이재봉기 1공정, 단추구멍 재봉기 1공정, 다리미 및 마무

리 10공정으로 총 28개 공정으로 구성되었다. 야구복 상의는

스포츠웨어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고 기능성이 요구되며 잦은

세탁이 가능하도록 견고해야 하므로 공정의 39.3%가 특수재봉

기가 사용되어 다른 제품보다는 다양한 기종의 재봉기가 사용

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종을 사용하고 있어 표준 공정의 작업

시에도 작업자의 숙련도나 기기사용 능력에 따라 작업자 배치

가 고려되어야 작업의 효율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ig. 2. Standard baseball uniform jersey design.

Fig. 3. Standard process of standard baseball uniform jers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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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숙련자에 의한 표준 작업시간 설정 결과

표준 작업시간이란 정해진 1단위의 작업을 정상적인 속도로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표준시간에는 로스타임을 고려한

공수손실을 대비한 여유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나, 생산관리 요

소에 따라 다변형으로 선택하여 세팅 가능한 맞춤형 생산시스

템 구성을 위해 각 공정을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을 세분화

하고, 표준작업시간 측정에는 실질적으로 작업에 소요된 시간

만을 측정하여 표준작업시간으로 정하였다. 여유시간은 공정진

행에 필요한 여유율을 산정하여 총 공정 작업시간의 합계에 여

유율을 더해 공정분석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유율의 설정은 여유시간의 설정방법(Kim et al., 2004)을

참고하여 투입되는 작업물의 디자인과 크기가 모두 다른 맞춤

형 봉제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 작업에 필요한 여유시

간으로 생리여유 4%와 피로여유 2%, 실 교체나 작업물 이동

등에 필요한 지연여유 7%, 맞춤형에 의한 디자인 파악 7%,

디자인 변경에 필요한 추가 작업 여유 7%로 총 27%의 여유

율을 설정하였다.

야구복 상의의 기본 디자인을 기준디자인으로 정하고, 기준

디자인을 표준 공정에 따라, 국내 30년 이상의 경력자로 본봉

을 비롯한 특종을 모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자 4인(본

봉 및 특종 3인, 마무리 1인)에게 표준 공정에 따라 작업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작업시간을 측정하여 표준 작업시간을 설정하

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세부 공정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결

과, 공정별로 애로 공정의 경우 동일 공정에서도 최대 61% ~

- 22% 작업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단순공정에서는 약 ±10%

Table 1. Working hours according to baseball uniform jersey standard process.                                            (Unit: Seconds)

Process 

NO
Process Equipment

Working time
 Pitch Diagram

Mean Max. Min.

1 Press interfacing on the facing Iron 12 15 11

2 Sewing shoulder seam line of the facing Overlock 13 15 11

3 Ironing the facing of the open seam Iron 12 15 11

4 Overlocking the facings Overlock 28 42 22

5 Sewing bodice shoulder seam line Overlock 22 26 18

6 Topstitching bodice shoulder seam line Lockstitch 18 29 14

7 Sewing armhole on the bodice Overlock 47 50 44

8 Topstitching the armhole Lockstitch 36 42 32

9 Overlocking the hem Overlock 40 47 35

10 Sewing facing on the front bodice Lockstitch 85 93 75

11 Finishing seam allowance on the facing Scissors 36 40 31

12 Pressing the seam Iron 98 105 80

13 Stitching collar to the neckline Lockstitch 56 63 49

14 Topstitching the front facing and attaching tag Lockstitch 54 63 48

15 Sewing sleeve hem Top and bottom covering stitch 35 37 31

16 Stitching waving code on the front facing Overedge stitch 50 53 45

17 Stitching waving code on the sleeve Overedge stitch 32 36 31

18 Sewing the side seam Inter Lock 47 55 36

19 Sewing the hem Lockstitch 50 55 44

20 Sewing seam allowance Lockstitch 39 53 31

21 Ironing front bodice Iron 44 51 36

22 Marking button holes Hand work 22 24 16

23 Making button holes Button hole 64 90 51

24 Marking locations of buttons Hand work 22 24 16

25 Sewing buttons Button sewing 64 67 61

26 Removing loose threads Hand work 45 57 34

27 Buttoning Hand work 22 29 18

28 Ironing and finishing Iron 43 49 30

Total working time 1,136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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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작업시간 차이를 보여, 맞춤형으로 작업할 경우 작업효

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 작업시간 설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야구복 상의 1벌의 총 작업시간: 1,136초

•표준 작업시간 = 총 작업시간 + 여유시간 (총작업시간의

27%)

• 1,136초 + (1,136×27%) = 1,443초----  최종 표준 작업시

간/벌

최종 숙련자에 의한 작업결과, 기준디자인 야구복상의 한 벌

을 제작하는데 여유시간(여유율 27%)을 포함한 표준 작업시간

은 1,143초로 설정한다(Table 1). 

사용되는 기종의 종류는 크게 본봉과 6종류의 특수봉 및 다

리미와 손작업으로 크게 3종류로 분류 된다. 본봉 기종의 작업

시간은 338초, 특수봉 기종의 작업시간은 442초, 다리미와 손

작업의 작업시간은 356초가 소요되어 분류된 기종별 작업시간

은 기종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정수도 각각 7공정, 11

공정, 10공정으로 고르게 분리되어 있다. 최소 기종의 준비 대

수는 본봉, 오버록, 삼봉, 2본침, 인터록, 단추구멍 기기, 단추

달이 기기, 다리미로 결정하였다(Table 2). 

3.3. 현지 공장 작업시간 측정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관리 문

제점을 도출하고, 표준 공정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기 위하여, 약 1년 동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현

지 공장의 작업자의 작업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지 공장

의 생산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하였다. 

표준 작업시간 설정 시와 동일 한 디자인과 소재로 동일한

표준 공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을 측정하였다. 작

업자는 현지 공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

성하였으며, 1년 동안 같은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작업내용에

Table 2. Standard working hours of device according to baseball uniform jerseys standard process

(Unit: Seconds)

ProcessNO. Process Equipment Mean Max. Min. Time

Lock

stitch

6 Topstitching bodice shoulder seam line Lockstitch 18 2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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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opstitching the armhole Lockstitch 36 42 32

10 Sewing facing on the front bodice Lockstitch 85 93 75

13 Stitching collar to the neckline Lockstitch 56 63 49

14 Topstitching the front facing and attaching tag Lockstitch 54 63 48

19 Sewing the hem Lockstitch 50 55 44

20 Sewing seam allowance Lockstitch 39 53 31

Special 

stitch

2 Sewing shoulder seam line of the facing Overlock 13 15 11

442

4 Overlocking the facings Overlock 28 42 22

5 Sewing bodice shoulder seam line Overlock 22 26 18

7 Sewing armhole on the bodice Overlock 47 50 44

9 Overlocking the hem Overlock 40 47 35

15 Sewing sleeve hem Top and bottom covering stitch 35 37 31

16 Stitching waving code on the front facing Overedge stitch 50 53 45

17 Stitching waving code on the sleeve Overedge stitch 32 36 31

18 Sewing the side seam Inter Lock 47 55 36

23 Making button holes Button hole 64 90 51

25 Sewing buttons Button sewing 64 67 61

Iron & 

Hand work

1 Press interfacing on the facing Iron 12 15 11

356

3 Ironing the facing of the open seam Iron 12 15 11

11 Finishing seam allowance on the facing Scissors 36 40 31

12 Pressing the seam Iron 98 105 80

21 Ironing front bodice Iron 44 51 36

22 Marking button holes Hand work 22 24 16

24 Marking locations of buttons Hand work 22 24 16

26 Removing loose threads Hand work 45 57 34

27 Buttoning Hand work 22 29 18

28 Ironing and finishing Iron 43 4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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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지 공장은 대량생산을 기준으로 짜인 직렬라인 방식의 레이

아웃으로 배치되어 있어 기종간의 이동시간이 많아, 작업시간

측정에서는 이동시간에 대한 결과는 배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세부 공정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결

과, 공정별로 애로 공정의 경우 동일 공정에서도 최대 97% ~

-64% 작업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단순공정에서는 약 ±10% 이

내의 작업시간 차이를 보여, 숙련자에 의한 표준 작업 시와 비

교하면 애로 공정에서는 편차가 크나 단순공정에서는 동일한

작업의 경험이 많아 숙련자에 의한 작업 시간의 차이보다 작아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현지 공장의 작업시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야구복 상의 1벌의 총 작업시간: 1,311초

• 1,311초 + (1,324×27%) = 1,665초----   현지 작업시간/벌

현지 작업자에 의한 작업결과, 기준디자인 야구복상의 한 벌

을 제작하는데 여유시간(여유율 27%)을 포함 한 작업시간은

1,665초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 작업시간보다 약 15% 많은 작

Table 3. Chinese factory working hours according to baseball uniform jersey standard process                                 (Unit: Seconds)

Process

NO.
Process Equipment Mean

Individual differences

Max. Min.

1 Press interfacing on the facing Iron 47 17 -9 

2 Sewing shoulder seam line of the facing Overlock 38 11 -13 

3 Ironing the facing of the open seam Iron    

4 Overlocking the facings Overlock 50 18 -12 

5 Sewing bodice shoulder seam line Overlock 47 6 -17 

6 Topstitching bodice shoulder seam line Lockstitch 24 13 -13 

7 Sewing armhole on the bodice Overlock 49 2 -4 

8 Topstitching the armhole Overlock 43 14 -9 

9 Overlocking the hem Overlock 46 24 -15 

10 Sewing facing on the front bodice Lockstitch 115 20 -6 

11 Finishing seam allowance on the facing Scissors 40 40 -23 

12 Pressing the seam Iron    

13 Stitching collar to the neckline Lockstitch 96 2 -64 

14 Topstitching the front facing and attaching tag Lockstitch 66 -9 -14 

15 Sewing sleeve hem Top and bottom covering stitch 48 4 -2 

16 Stitching waving code on the front facing Overedge stitch 64 -6 6 

17 Stitching waving code on the sleeve Overedge stitch 30 0 -3 

18 Sewing the side seam Inter Lock 80 35 -20 

19 Sewing the hem Lockstitch 63 11 -10 

20 Sewing seam allowance Lockstitch 26 23 -8 

21 Ironing front bodice Iron 23 48 -30 

22 Marking button holes Hand work 22 45 -36 

23 Making button holes Button hole 39 82 -64 

24 Marking locations of buttons Hand work 29 24 -10 

25 Sewing buttons Button sewing 42 31 -12 

26 Removing loose threads Hand work 112 22 -30 

27 Buttoning Hand work 35 97 -46 

28 Ironing and finishing Iron 37 30 41 

Total Working time 1,311   

Fig. 4. Difference of working hours of skilled workers and local factory

workers(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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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간이 소요되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애로

공정에서 동일 작업에서 작업시간의 차이가 많아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작업내용 숙지 및 동작개선에 대한 기술지

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사용되는 기종의 종류에 따른 숙련자와 현지 공장의 차이는

본봉 기종의 작업시간이 433초로 숙련자보다 28% 작업시간이

증가 하였으며, 특수봉 기종의 작업시간은 533초로 숙련자보다

26% 작업시간이 증가 하였고, 다리미와 손작업의 작업시간은

Fig. 5. Difference of working hours of skilled workers and local factory workers(Chinese) using devices.

Table 4. Weekly order status of customized baseball uniform jerseys 

(Unit: Sets)

Month Week Order volume per weekOrder volume per day

June

22 136 22.7 

23 83 13.8 

24 214 35.7 

25 201 33.5 

26 91 15.2 

July

27 238 39.7 

28 224 37.3 

29 152 25.3 

30 119 19.8 

Aug.

31 227 37.8 

32 140 23.3 

33 102 17.0 

34 183 30.5 

35 233 38.8 

Sep.

36 252 42.0 

37 73 12.2 

38 157 26.2 

39 156 26.0 

Average 165.6 27.6 

Table 5. Types of multi-variabl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according to production management factors

 Number of

equipments

Number of workers

8 9 10 11 12 

4 A-1 A-2    

5  B-1    

6  C-1 C-2   

7   D-1  D-2

8    E-1 E-2

9    F-1 F-2

10     G-1

Table 6. Hourl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workers

Number of workers (Unit:people) 4 5 6 7 8 9 10

Operation time (seconds)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Net working time (seconds) 1,136 1,136 1,136 1,136 1,136 1,136 1,136

B. P. T (seconds) 284 227 189 162 142 126 114 

Ease (%) 27 27 27 27 27 27 27

S. P. T (seconds) 361 289 240 206 180 160 144 

Production volume per day (PCS) 79.8 99.8 119.8 139.7 159.7 179.7 199.6 

Production volume per person per day (PCS) 20.0 20.0 20.0 20.0 20.0 20.0 20.0 

Production volume per hour (PCS) 10.0 12.5 15.0 17.5 20.0 22.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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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초가 소요되어 거의 동일하나, 맞춤복의 품질향상을 위해 표

준공정에서 추가된 다리미 2공정을 고려한다면 숙련자보다 약

28%정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5). 

3.4. 맞춤형 야구복 상의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맞춤형 야구복 영업을 시작하여 안정적 주문이 이루어진

2011년 6월~9월간의 주문량을 검토한 결과, 주단위로 평균

165.6벌을 주문하고 최대 252벌에서 최소 73벌을 주문하고 있

어 주단위로 생산일정을 고려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생산량을 예

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Table 4). 이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에서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주문

량 확보가 어려워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 즉 주

문량에 따라 작업자의 수와 사용기기의 수를 조정하여 세팅 가

능한 다변형 생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에 본 연구개발에서는 맞춤형 야구복 상의의 효율적 생산관리

를 위한 다변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로 작업자와 기기의

수를 변수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Table 5).

제안하는 시스템의 종류는 총 12종류로 그 중 작업인원 대

비 가장 효율이 높은 시스템은 4인 일 경우 A-2, 5인 일 경우

B-1, 6인일 경우 C-1. 7인일 경우 D-2, 8인 일 경우 E-2, 9인

일 경우 F-1, 10인일 경우 G-1으로 각 작업인원별 최적 공정

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공장의 작업인원과 기기의 상태에 따라

최적 조건을 선택하여 작업한다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기

기의 고장과 결석인원이 발생하여 작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

우에도 효율을 고려하여 작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각 변

수에 따른 추가 선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Fig. 6.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4 workers. 

Fig. 7.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5 workers.

Fig. 8.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6 workers.

Fig. 9.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7 workers.

Fig. 10.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8 workers.

Fig. 11.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9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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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인원 투입에 다른 시간당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하

여, 분업단위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인원에 따라 일당 생산량과

시간당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여유시간을 포함한 표준 피

치타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4인 일 경우 일당 79.8벌, 5인

일 경우 일당 99.8벌, 6인 일 경우 일당 119.8벌, 7인 일 경

우 일당 139.7벌, 8인 일 경우 일당 159.7벌, 9인 일 경우 일

당 179.7벌, 10인 일 경우 일당 199.6벌 으로 현재의 주문량

보다는 월등히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어, 일 단위 생산보다

는 최소 인원으로 시간당 생산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주문량이 늘어나면 일단위로 운영 가

능하도록 하였다(Table 6). 

Table 6에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Kim et al., 2010). 

분업단위 시간(P.T: Pitch Time) : 작업자 1인의 분업할당

시간으로 공정을 수행하는 속도

B. P. T.(Basic Pitch Time) = 총 실 작업시간 / 작업인원(편

성인원)

S. P. T(Standard Pitch Time) = B. P. T. × (1+여유율)

최적공정의 공정배치 라인밸런스 효율은 90% 이상으로 편

성되었으며, 작업인원이 7인인 경우에는 99%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문량이 늘어날 경우 작

업인원을 7인으로 구성한다면 생산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Fig. 6~12, Table 7). 

현재 현지공장의 생산실태조사 결과 야구복 상의 공정의 작

업인원은 평균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약 12.2 ~

42.0벌을 생산하고 있어, 많은 인원으로 고르지 못한 생산량을

나타내어 공정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한

다면, 주문량의 차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원배치 및 공정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주문량이 늘어날 경우에도 신숙

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정편성에 따라 최대 기기의 수 12대 및 손작업대 1대를

포함한 13개의 작업대를 배치한 레이아웃을 제시하였다(Fig.

13). 레이아웃은 다변형으로 변화하는 모든 공정에서 이동거리

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4. 결 론

 맞춤형 야구복상의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

여, 다양한 생산관리 요소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즉각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 야구복 상의의 생산 공정

관리 다변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기준 야구복 상의의 표준공

정을 설정하고 숙련자와 현지 공장 작업자에게 동일한 기준 디

자인의 5벌의 상의를 제작하도록 하여 작업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작업시간에 근거하여 작업인원, 기종의 수에 따라 시간

당 생산관리가 가능한 다변형 공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 생산관리 요소에 따라 다변형으로 선택하여 세팅 가능한

맞춤형 생산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준 야구복 상의 기본디자인

인 오픈형 셋인 슬리브 야구복 상의의 봉제 순서에 따라 각

공정을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을 세분화하여 총 28개 표준

공정으로 편성하였다.

2. 30년 이상의 숙련된 작업자가 표준 공정에 따라 작업한

작업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1벌 당 작업시간을 1,136

초/벌로 설정하고 여유율은 맞춤형 생산을 고려하여 27%로 설

정하여 최종표준작업시간을 1,443초로 설정하였다.

3. 작업인원과 기기의 수를 고려한 총 12종류의 시스템을 개

Fig. 12. Pitch Diagram when there are 10 workers.

Table 7. Balance efficiency of optimal process arrangement line

(Unit : %)

Number of workers  4 5 6 7 8 9 10

Efficiency 91.6 93.1 90.2 99.0 96.6 97.1 90.9

Loss rate 8.4 6.9 9.8 1.0 3.4 2.9 9.1

Fig. 13. Layout model of customized baseball uniform jersey production

management multi-variab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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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그 중 작업인원 대비 가장 효율이 높은 최적 생산관

리 시스템은 A-2, B-1, C-1. D-2, E-2, F-1, G-1으로, 7인 편

성의 경우 99%의 매우 높은 편성효율을 나타내었다. 작업인원

과 기기의 수를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생산관리 시스템은 기기

의 고장과 결석인원이 발생하여 작업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를 대비한 예비 공정으로 제안 하여, 다양한 공장상황에 효율

적인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해외공장관리에서 인적관리의 문제점에

의해 발생되는 생산관리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표준 생산 매뉴얼을 제공하여, 작업인원과 기종에 따라 변형 가

능한 생산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적 관리 및 기종

의 수에 따른 생산관리 요소를 고려한 생산시스템의 제안한 것

으로, 향후 생산관리 요소 중 재료에 따른 시간 관리 및 품질

관리, 가격에 의한 봉제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시간 관리, 작업

자의 경력에 따른 작업관리, 원부자재 관리에 대한 요소, 디자

인 변경에 따른 시간관리 및 난이도 관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생산리스크에 대응 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생산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2011년 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과제

명: 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 시스템 개발)의 지원에 의해 연

구되었음.

 References

Kang, I. A., Choi, K. M., & Jun, J. I. (2011). Design Clas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Pattern Searching Algorithm Based on Pattern

Design Elements -With focus on Automatic Pattern Design

System for Baseball Uniforms Manufactured under Custom-MTM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3(5), 734-742.

Kim, J. S., & Oh, S. (2009). A Study on the Production Management

of Apparel Firms and Manufactures. Design forum, 25, 23-34.

Kim, S. B. Lee, H. S. Nam, Y. J. Choi, K. M. & Kim, J. S.

(2010). 의류제품 생산관리 전문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Apparel produc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retraining for

skills development.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ies

(KOFOTI),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KSCT).

Kim, T. S., Kim, I. J., Seo, K. B. & Hwang, G. W. (2004), 현

대작업관리Modern Work Management. Seoul: Bookshill. 

Hong, K. H., Lee, J. S., Kim, Y. M., Yang, J. O. & Lee, Y. J. (2010).

The Production Situations of Apparel Sewing Company and the

Perceptions about the Mass Custom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2(2), 162-171.

(2011년 12월 16일 접수/2012년 2월 27일 1차 수정/

2012년 2월 27일 게재확정)

Copyright ©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201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