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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 명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뉴스나 매체를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팩

토리에 한 정보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기

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은 도입 목 을 고려하여 회사의 규모에 합하게 수행되

어야한다.  기존 논문 연구에서 국내 · ·소기업들을 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성공구축 사례들을 분석 하

다. 사례분석 결과, 기업의 경우 일부공장을 상으로 시범 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후 성공 으로 평

가될 시 체공장으로 확 시키는 략이 효과 이다. 소기업의 경우, 낮은 수 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벨

에서 높은 수 의 구축 벨로 업그 이드하는 것이 효과 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제조업체를 1개 선정하고, 3D가상공정설계를 통해 병목 구간과 개선이 필요한 공정을 

악한 후 센서를 설치한다. 최종 으로 센서를 통해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한 후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향상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term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mart Factory are often heard through news and media. But most of the companies 

that are parties are not interested.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guidance on how to build Smart Factory and information about Smart Factory.

The built of the Smart Factory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the compan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In the existing study, they analyzed successful cases of building Smart Factory in Korea As a result, in the case of large-size firms, it is an 

effective strategy that expanding from a model factory to whole factory for successful Smart Factory building. In addition, in the case of medium 

and small-size firms, it is an effective strategy that upgrading from low-level step to high-level step for successful Smart Factory building.

 In this study, selecting medium and small-size firms, and bottleneck section and processes requiring improvement are identified through 3D 

virtual process design, and then install sensors. Finally, after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ensor, we will improve the process and 

build Smart Factory with improve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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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제조업 

부활과 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로벌화, 도시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제조업 생산성이 한계에 부딪히면

서 두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1071-1080, vol. 12, no. 6, Dec. 31 2017, t. 86,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7.12.6.1071



JKIECS, vol. 12, no. 06, 1071-1080, 2017

1072

스마트 팩토리는 ICT와 제조업이 융합하여 산업기

기와 생산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IoT, 

CPS, 빅데이터, 클라 우드 등의 ICT 기술을 통해 기

계간 상호 소통을 통해 생산 방식의  과정이 자동

화  정보화되어 공장과 공장을 비롯한 가치사슬 

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  통합되는 생산 

체계이다[1].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총공세  제조업의 

요성 재조명되면서 미국은 국가 첨단 제조방식 략

계획(2012), 일본은 산업재흥 랜(2013), 독일은 하이

테크 략 2020(2012)를 추진 이다[2].

특히 독일은 제4차 산업 명을 주도하고 미래 제조

업의 경쟁력을 선 하기 해 인더스트리 4.0 로젝

트에 국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지만 아직 구체 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독일

의 인더스트리 4.0을 밴치 마킹하는 수 으로 스마트 

공장에 한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정책이나 성공사례

분석에 치우쳐있어 어떻게 도입하는 지 구체 인 방

법을 제시하지 못해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제조업체를 1개 선정한 후 가상 

공정설계를 통해 병목 구간과 개선이 필요한 공정을 

악하여 그 부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한 후 공정을 개선하여 스마트 팩토리

를 구축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Ⅱ. 사례연구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업과 고기업의 스마

트 팩토리 도입 성공 사례  포스코, 세한진공열처리

의 사례를 활용해 기업규모 와 도입 목 에 따라 스

마트 팩토리의 도입 범 와 효과를 고찰해 보았다.

2.1 기업 사례 

2.1.1 포스코의 로세스 개선

포스코는 일반 인 생산조립공정과는 달리 고온 쇳

물이 24시간 쏟아져 나오고 거 한 연속 인 설비공

정으로 연결되어 있어 IT 기술을 쉽게 용하기 어려

운 특성이 있다[6-7].

그 기 때문에 과거의 라인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셀(cell) 생산 방식을 정

립하여 제철공정에 용 가능한 표 모델을 개발해 

세계최고 수 의 스마트한 제조 장을 구 하 다.

첫째, IoT 기술을 이용해 설비와 기계들이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설비동작상태를 

한 에 악할 수 있게 하 다.

둘째, SDD(소 트웨어 설계명세서)를 통한 철강 

표면 품질측정기술로 최  당 1,800m로 진행하는 

철강표면결함을 스캐닝하여 식별하고, 로 이 실시간

으로 보수한다.

셋째, 3D Virtual Factory를 활용하여 가상 공장에 

3D 기술로 설비를 세우고, 첨단 제어 알고리즘과 공

정기술을 목하여, 가상공장에서 신제품 시험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시다.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원자재 측정작업을 실

시하고 있다. 드론이 30만평 규모의 야외 연료 야 장

을 3D 상 촬 하여 원료 재고량을 악하고, 원료

수 시기를 과학 으로 측한다. 한 원료를 소 트

웨어 알고리즘을 활용해 거 한 크 인을 무인으로 

통제하여 최 의 치에 재하고 최단 거리를 측

하여 출하 치를 이동시키고 있다[5].

2.1.2 스마트 팩토리 구축효과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측

면에서의 구축효과를 거두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 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제품품질은 21%이

상 향상되었고, 생산성은 27%가 증 되었다. 한 에

지효율이 34%로 향상되었으며, 58%나 되는 운 인

력이 감소되었다. 포스코는 이러한 가시 인 성과를 

바탕으로 양제철소 후  공장에만 용하던 스마트 

팩토리를 포스코 포항 본사에 확  용하기로 결정

하 다[6].

2.2 소기업 사례 

2.2.1 새한진공열처리사의 로세스 개선

새한진공열처리사의 스마트 팩토리 로세스 구축

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여 문제 을 개선하 다. 과거에 수기로 주문받

고, 종이서류로 작성되던 작업지시서가 지 은 업사

원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을 입력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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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통해 납품시기를 측할 수 있어 고객들의 

력사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체계 인 생산 리와 MES(생산 리시스템)

를 구축하여 생산 공정을 한 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주문에 한 생산 진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제 발생과 험요인을 사 에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새롭게 구축된 력 리 시스템을 통해 력

소비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소비 력 데이터를 받

아서 통계 처리한 후 기요 과 생산 일정을 연계하

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요 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생산 시스템을 수립하 다.

2.2.2 스마트 팩토리 구축효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불량률을 67% 감소시킬 

수 있었고, 연간 3억원이 소요되는 기요   5,000

만원 이상을 실제 으로 감할 수 있었다. 한, 작

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기

와 작업혼선이 여 반 으로 공정 효율화를 꾀할 

수 있었다. 수주한 주문은 자동으로 생산 일정 리에 

편성되었고 최 화된 작업 일정 편성이 가능해 짐으

로써 인력과 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2.3 사례분석  활용방안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규모와 구축 목 에 맞게 

구축되어야 한다. 구축 목 은 생산성 향상, 에 지 

감, 불량률 감소, 안  사고 방, 환경 개선 등이 있

으며 그 목 에 따라 구축 방법과 범 가 달라진다. 

기업의 경우 포스코의 사례처럼 기업은 ‘일부

공장’에서 ‘ 체공장’으로 확 되는 략을 고려해야 

한다. 소기업은 새한진공열처리사의 경우처럼,

‘낮은 수 ’(low level)에서 ‘높은 수 ’(high level)

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즉, 성

공 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해 처음부터 사  

차원으로 근하기 보다는 ‘ 진  근(incremental 

process)’으로 시도되어야 한다[8-10].

 그림 1. 기업 형태에 따른 성공 가능성에 한 조사
Fig. 1 Investigation of success possibility

Ⅲ. 스마트 팩토리 구축

3.1 구축 방법

 

그림 2.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법
Fig. 2 How to build Smart Factory 

연구 방법은 통 제조업체를 하나를 선정하여 공

정의 문제 , 험요인, 인력과 장비동선, 제품 재 

등의 효율성을 체크한 후 가상공정을 통해 공정을 검

증한다. 문제의 공정에 압력센서, 거리 측정 센서, 

RFID 등의 센서를 설치한 후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여 

센서정보(유압, 거리, 통행량 등)를 수집하고 Logger 

Pro 3.1 Application1)을 통해 정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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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결과를 통해 공정을 개선하고 개선된 지표

를 통해 다음 단계의 개선 방향을 찾는다. 일회성이 

아닌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최 화된 공정을 구

성하게 되는 것이다. 

3.2 제조공장 선정  개요

통 제조업체로 기 계획 비 생산량이 75% 이

하이고, 생산공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를 

선정하 다. 상 업체는 통발효식품(장류)공장으로 

통한식 된장  간장 생산량은 1일 (8시간기 ) 원

료기 으로 염수용해 12.8톤/ 일, 메주장담 , 염분리 

5.12톤/일, 된장포장 5.8톤/일, 간장제조 포장3.2톤/일, 

생산이 가능한 SYSTEM 으로 구축 하 고 연간 총

생산량은 Table 1 과 같다.

그러나 재 목표량의 74%정도만 생산되고 있으

며, 잦은 사고로 공정개선이 시 한 상태이다.

표 1. 제품의 연간 생산 목표
Table 1. Annual production goal of the product

                                     unit : ton

In-house 
supply

Self-
packaging

Total 
output

Re
marks

Miso 500 300 800 -
Soy 
sauce 160 160

3.3 공정 분석  센서 설치 치 

장 작업자들과의 회의와 생산 공정 찰을 통해 

제품동선과 인력 동선, 설비 치  작업방향, 원료 

운송, 포장  재방법 등에서 복되는 부분과 병목

상(bottle neck)에 의한 시간지연, 불합리한 공정(기

계, 사람 작업방식)등을 확인하고, 공장 체 공정에 

한 가상 공정설계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공정을 확정한다.

1) Vernier Logger Pro 3는 센서/LabPro 로부터 오는 신호 즉 데

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로그램(소 트웨어)이다. 다양한 데이터 

입력기능이 있는데, 키보드로 직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으며, 

클립보드에서 잘라 붙일 수도 있으며, 디스크에 장된 이로부

터 입력할 수도 있다. Logger Pro 3는  문서 생성기(document 

creator) 역할도 하는데 한 문서에 몇 페이지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그림 3. 생산 공정도
Fig. 3 Production process diagram

생산 공정상 생산량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공정

은 된장이 2차 숙성 후 살균을 해 이동되는 과정으

로 악되었다. 된장의 도로 인한 이송 의 압력 

하가 주원인으로 추정하여 에에 한 책을 마련하

다.   

'A'

'B'

'D'

그림 4. 지게차의 작업 반경과 설비 간섭
Fig. 4 Working radius of the forklift and equipment 

interference

설비와 지게차의 작업 반경(빨간색원 직경 : 4.5m)

을 Fig. 3 과 같이 Auto CAD에서 체크해보았다.

A, B, D공정은 원료나 완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로 

안 사고 방과 물류를 해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

보해야하고, 장 작업자와의 동선을 분리 시켜야한

다. 하지만 재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지 않은 것으

로 악되었다. 

이 게 악된 공정에 Fig. 5 와 같이 센서를 설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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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Name Specifications

Pressure 
sensor

(PA-960/968) 

· Compact and       
    lightweight
· Pressure : 
   Max. 10MPa(s)

Distant 
sensor

(GP2Y0A21YK0F) 

·Measuring range:
   10~80cm
·Operating voltage:   
  DC4.5~5.5v

RFID

(EF-008KC)

·Port: TCP/IP,       
   RS232, USB
·Frequency:
   13.56MHz
·Sensor type:500DPI  
   Optical Sensor

RFID

Pressure sensor

Distant sensor

그림 5. 가상공정 설계를 통해 악된 문제 공정 
(Solidworks, Auto CAD, 3D-Max)

Fig. 5 Problems identified through virtual process 
design Process (Solidworks, Auto CAD, 3D-Max)

3.4  센서 선정

유압 측정용 센서는 된장 이송 의 시작부분과 2/3

지 에 설치하여 의 압력을 측정한다.

정격압력 50bar(최  100bar)까지 측정가능하고, 

1~5V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거리측정센서는 지게차의 장애물과의 거리를 체크

하기 해 사용되며 측정가능거리는 10~80cm이고 발

부와 수 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센서이다.

RFID는 지게차와 작업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해 

사용되며 지게차와 작업자의 통행카드를 인지하여 회

사의 ERP시스템으로 정보를 송한다.

표 2. 센서의 특징
Table 2. Specifications of Sensor

3.5  센서 수집데이타

3.5.1 압력센서

압력센서 데이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출력이 되며 

별도계산식이나 코딩을 통해 압력단  bar로 변형해

서 데이터 분석을 하여야한다.

표 3. 압력센서 데이터(일부)
Table 3. Pressure Sensor data(part)

No. Time Pressure 
"A"

Pressure
"B"

Re
marks

1 8:00:01 19.9 6.7 -
2 8:00:02 19.9 6.7 -
3 8:00:03 19.9 6.7 -
4 8:00:04 19.9 6.7 -
5 8:00:05 19.9 6.7 -
6 8:00:06 19.8 6.7 -
7 8:00:07 19.8 6.7 -
8 8:00:08 19.8 6.7 -
9 8:00:09 19.8 6.7 -
10 8:00:10 19.8 6.6 -
11 8:00:11 19.8 6.6 -
12 8:00:12 19.8 6.7 -
13 8:00:13 19.7 6.7 -
14 8:00:14 19.8 6.6 -

데이터 양이 2만8천개로 방 하여 그  일부를 발

취한 데이터는 Table 3 과 같다.

3.5.2 거리측정센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

딩 소스를 통해 모니터 화면에 Fig. 6 과 같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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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리센서 데이터
Fig. 6 Distant sensor data

3.5.3 RFID

RFID 데이터는 리더기를 통해 송된 데이터가 

ERP 시스템에 장되어 엑셀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표 4. RFID 데이터(일부)
Table 4. RFID data(part)

Passer  List
No. Time Value Card
1 8:08:36 0x6BC30036D7 o
2 8:11:22 0x003C967281 o
3 8:11:25 0x1BE477388E o
4 8:14:11 0x1BE477388E o
5 8:15:58 0x003C967281 o
6 8:16:02 0x6BC30036D7 o
7 8:20:25 0x1BE477388E o
8 8:27:56 0x003C967281 o
9 8:29:08 0x1BE477388E o
10 8:36:33 0x003C967281 o
11 8:38:46 0x1BE477388E o
12 8:47:21 0x003C967281 o
13 8:47:26 0x1BE477388E o
14 8:58:35 0x6BC30036D7 o

데이터 양이 많아 그  일부를 발취한 데이터는 

Table 4 와 같다.

지게차(ID:0x003C967281)와 작업자'A'(ID:0x1BE 

477388E), 작업자'B'(ID:0x6BC30036D7)의 통행 시간

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과  고찰

4.1 데이터 분석

4.1.1 압력센서

데이터 로거에 수집된 자료를 Logger Pro 3.1 

Application을 통해 분석결과는 Fig. 7 과 같다.

   그림 7. 압력센서 데이터 그래  (Logger Pro 3.1 
Application)

Fig. 7 Pressure data graph (Logger Pro 3.1 
Application)

압력'A'의 경우 펌 나 내의 공기에 의한 순간

인 변화 외에는 19.8~20bar의 안정 인 압력을 유지

하 으나, 압력'B'의 경우는 8시~9시경까지는 압력이 

6.8bar에서  떨어져 12시 경까지 6bar수 으로 안

정 이었으나 오후 2시경이후 속도로 압력이 하락

하여 오후3시경부터는 3bar까지 떨어졌다.

이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가서 분석하 을 때 Fig. 

8 과 같은 그래 가 나온다.

엑셀을 사용할 경우 함수를 활용하여 방 한 데이

터를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어 유효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8. 압력센서 데이터 그래  (Excel)
Fig. 8 Pressure sensor data graph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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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거리측정센서

지게차가 벽에 15cm 이내로 근  시 램 가 등

되게 하 다.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게차 이동시 

벽에 11.26cm까지 근 하게 되며 작업공간이 부족하

고, 서행으로 작업하게 되어 작업성이 떨어진다.

4.1.3 RFID

Table 5 는 RFID로 부터 받은 통행 리스트를  

지게차 통행시간을 기 으로 앞뒤로 5 의 범  안에 

2명의 작업자 이동한 경우를 Excel에서 필터링한 것

이다.

표 5. RFID 데이터 (일부)
Table 5. RFID data (part)

결과를 종합해보면으로 지게차가 36번 통행하는 동

안 작업자'A'와 12번, 작업자'B'와 7번 겹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공장 내의 지게차와 작업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

지 않고 그로 인한 작업 공간이 확보 되지 않았고, 인

명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4.2 1차 공정 개선

4.2.1 압력 펌  추가설치

배  내 압력을 보정해 주기 해 배  3/4지 에 

15bar의 압력을 낼 수 있는 유압펌 를 추가하 다.

한 펌 는 자동 제어되어 의 2/3지 의 압력이 

6bar이하로 떨어질 경우 작동하며 6.5bar가 되면 정지

한다. 펌 는 1일 평균 2~3회 작동하고, 1회 15~20분 

작동하고 있다.

표 6. 유압 펌
Table 6. Hydraulic oil pump

Name Specifications

Hydraulic 

oil pump

    (DS-L5S) 

· Displacement :  
     2800 cc/rev.
· Pressure : 
   Max. 15 Bar 

4.2.2 설비 Lay-out 변경

A지 과 B지 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간

이 소하여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고의 험

성이 상존하여 설비의 Lay-out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림 9. Lay-out 변경
Fig. 9 Change Lay-out

Fig. 10 와 같이 설비 체를 화살표 방향으로 15

도 회 시키고 통행로 반  방향으로 80cm이동시켜 

지게차 작업 시 공간을 확보하 다.

그림 10. Lay-out 변경 : "A"부분
Fig. 10 Lay-out change : 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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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과 같이 고정된 설비를 제외하고 턴테이블

을 포함한 보조설비를 원상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약 20도 회 시키고 벽 반  방향으로 50cm이동시켜 

지게차 작업 시 공간을 확보하 다.

그림 11. Lay-out 변경 :  "B"부분
Fig. 11 Lay-out change : Part "B"

4.2.3 개선 효과

회사의 ERP시스템에서 개선  일주일 생산량 평

균과 개선 후 일주일 생산량 평균을 시간 별로 확인

해 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이송 내 압력상승과 지게차의 작업공간을 확보하

여 생산량이 증가하 고, 이  비 12.5%상승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 목표량(1200box/일)의 84%까지 생산

량이 상승하 다.

한 장 작업자의 동선이 분리되고 지게차의 

치를  모니터를 통해 악할 수 있어 안 사고가 6개

월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표 6. 1차 공정 개선 /후 생산량 (5일 평균)
Table 6. Output of before and after 1st improvement 

(Average of 5 days)
                                   unit : box

Time Before After
1 08:00 ~ 09:00 126.1 131.6
2 09:00 ~ 10:00 133.3 126.8
3 10:00 ~ 11:00 135.2 136.8
4 11:00 ~ 12:00 126.1 132.4
5 13:00 ~ 14:00 116.2 124.1
6 14:00 ~ 15:00 104.3 122.6
7 15:30 ~ 16:30 82.6 118.5
8 16:30 ~ 17:30 74.4 117.4

Total 898.2 1,010.2

1일 평균 생산량 그래   Fig. 12 에서 볼 수 있듯

이 공정 개선 후 오 , 오후의 생산량 감소폭이 었

으며, 개선 과 비교했을 때도 안정된 생산량을 유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1차 공정 개선 /후 생산량 그래  (5일 
평균)

Fig. 12 Output graph of before and after 1st 
improvement (Average of 5 days)

4.3 2차 공정 개선

4.3.1 포장라인의 Lay-out 변경

1차 공정 개선 후 6개월이 경과하 는데 1일 생산

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오 , 오후의 생산량

의 편차가 여 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간장과 된장이 같이 생산되므로 물류가 원

활하지 않을 경우 두 제품 모두 생산량이 어들게 

된다.

이에 포장라인의 지게차 공간을 확보하기 해 간

장 포장라인의 Lay-out 변경하 다.

표 7. Lay-out 변경
Table 7. Lay-out change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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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선 효과

회사의 ERP시스템에서 개선  일주일 생산량 평

균과 개선 후 일주일 생산량 평균을 시간 별로 확인

해 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표 8. 2차 공정 개선 /후 생산량 (5일 평균)
Table 8. Output of before and after 2nd improvement 

(Average of 5 days)
                                    unit : box

Time Before After
1 08:00 ~ 09:00 129.8 131.1
2 09:00 ~ 10:00 128.5 133.7
3 10:00 ~ 11:00 130.4 134.2
4 11:00 ~ 12:00 128.7 130.3
5 13:00 ~ 14:00 127.3 128.2
6 14:00 ~ 15:00 123.5 132.4
7 15:30 ~ 16:30 119.6 131.7
8 16:30 ~ 17:30 120.5 130.5

Total 1,008.3 1,052.1
하루에 2~3 pallet 가 더 운송되는 정도로 그 변화

는 크지 않지만 간장, 된장이 같이 생산되므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두 제품 모두 생산량이 어들게 

된다.

생산량 한 1일 목표량(1200box/일)의 87.6%까지 

생산량이 상승하 다.

그림 13. 2차 공정 개선 /후 생산량 그래  (5일 
평균)

Fig. 13 Output graph of before and after 2nd 
improvement (Average of 5 days)

개선 과 비교했을 때 완제품 물류가 원활해 진 것

을 볼 수 있다.

생산량이 시간당 128~134 Box 사이에서 일정하게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간당 생산량의 편차가 어들어 안정  생산

이 가능해 졌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

써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축 효과를 거두었다. 우선, 

기존 공정과 비교했을 때 생산효율이 많이 증가되었

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 사고도 고 작업환경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향상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이 같다.  1차 공정 

개선 때는 생산성이 12.5%가 증 되었다. 그리고 2차 

공정 개선 때는 생산성이 4.4%가 증 되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 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17.1%의 생산성이 증  되었다.

한 시간당 생산량이 128~134box로 스마트 팩토

리 구축 이 의 생산량 74~135box와 비교했을 때 시

간당 생산량 편차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상 병목 상이 개선되었고, 생

산 설비, 생산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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