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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or cosmetics with functionality and eco-friendliness has increased dramatically due to recent aging, well-being trends, 
and increased interest in beauty. Cosmetics production in 2014 was 8,970.4 billion won, an increase of about 50% compared 
to 6,014.6 billion won in 2010. In the midst of this, similar companies in intense competition are pursuing differentiated strategies 
and innovation activities to solve quality, price and delivery problems. In particular, cosmetics packaging work is getting more 
difficult due to the increasing bill of materials (BOM) and difficult assembly method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ackaging Many research laboratories such as biotechnology, 
chemistry, and pharmaceuticals, which are undergoing various studies, are equipped with ready-made laboratory safety equipments 
such as bio-safety workbenches, aseptic bases, and exhaust workbenches. However, most researchers are disadvantaged in using 
existing safety equipment. This is because existing safety equipment can not take into account all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For this reason, researchers are demanding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safety equipment that is well suited 
to their research needs. process of Company C, which is facing difficult situation to respond to the customer 's delivery due 
to the 52 - hour work week. First, we used the stopwatch to find the difficulty process in the packaging process and show 
ways to improve it. Seco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ine balancing in the packaging process, we integrate processes, improve 
work methods, and perform simple automation. As a result, the prepare loss for replacement  was reduced by 1 minute from 
5 minutes, resulting in a 23% increase in productivity from 112 ea./hour to 137ea./ hour  per person. At this time, the LOB 
of the packaging process was improved from 70% to 82% by operating one more production line through one person per line, 
total 9 people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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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국내 화장품 산업은 동남아,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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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능성 화장품의 꾸준한 성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수출규제와 코로나19 
만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국내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업

의 낭비를 줄이고 공정효율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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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3]. 컨베이어 라인과 U-라인 수
작업의 기존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는 라인밸런스(LOB 
: Line Of Balance) 효율저하, 품절발생, 재고부담 증가, 
잦은 제품변경에 의한 생산성효율 저하로 기업의 수익증
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생산라인의 공정별 작업

시간을 측정하여 애로공정을 도출하고 별도의 설비증설
이나 인원증원 없이 공정통합 및 작업자의 유연배치 등
을 통해 애로공정의 작업시간 단축 및 라인밸런싱 효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화장품 제조업의 현황

화장품 제조업은 현행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
이 경미한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를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3]에 의

하면 2018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5조 5천억 원으로 2017년(13조 5천억 원) 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화장품 생산업체들 생산실적이 10%이상 수
직 성장, 무역흑자 증가세 지속, 동남아시아, 유럽 등 수
출시장 다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들
수 있다[2]. 

<Table 1> Cosmetic Production Performance 

Division 2014 2015 2016 2017 2018

Number of 
Companies 2,735 3,840 4,961 5,829 6,487

Production item 
quantity 101,362 105,318 119,051 125,766 124,560

Production cost
(1 billion won) 8,970 10,732 13,051 13,515 15,502

Growth rate
(%) 12.5 19.7 21.6 3.6 14.7

2.2 기존 연구고찰

목학수 등[7]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라인 구축 및
라인밸런싱에서 전체 공정을 각각의 단위공정으로 분류

하였다. 각 단위공정별 자동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자동
조립의 경우 조립 메커니즘(mechanism)에 따라서 설비를
선택하였다. 조립라인의 라인밸런싱을 극대화하여 목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수를 결정하였다.
반력[9]은 동작 및 작업 분석(요소작업, 단위작업, 동

작), 시간측정, 작업편차 도출을 통한 라인밸런스 개선모
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업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과 애로공정뿐만 아니라 애로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공정을 대상으로 라인편성효율 극대화방안을 제시하
였다.
노인호[11]는 Fume Hood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작업 데이터 분석과 스톱워치법에 의해 애로공정을 도출
한 뒤 ARENA Simulation Tool을 활용하여 대안모델을
설정하고 그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박기학 등[10]은 환경적인 문제점이 많은 염료생산업

체에 대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공정 및
생산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정노[4]는 주형제조기업인 W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고가의 설비투자 없이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이익증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브레인스토밍과 아
레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애로공정을 도출하고 전체 Loss
시간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공정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정수[8]는 증가하는 수요대비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이싱 블레이드 제조공정의 병목공정을 찾아
라인밸런스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였다. 즉, ARENA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개선된 공정과 비교,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제조기업에서 공

정개선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화장품 포장공정을 대상으로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애로
공정을 파악하고 ARENA Simulation Tool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3. 화장품 포장공정의 현황 및 문제점

3.1 화장품 포장공정 현황

3.1.1 C사의 현황

2000년 설립된 C사는 고객사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OEM 
(주문자위탁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제조업자개발생산, 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
facturing) 및 OGM(Original Global Standard Manufacture)
을 통한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포장생산 기업이다.

C사는 화장품 충전, 포장을 하는 업체로서 스킨케어, 
메이크업, 튜브, 마스크팩 제품과 스프레이, 파우치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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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의약품의 효능을 화
장품으로 재현한 저자극, 더마톨로지, 코스메슈티컬 시장
의 선두주자로서 우수한 효과와 사용감으로 탈모제품의
대중화를 이끈 국내 최고히트 탈모샴푸를 개발하였다. 또
한 국내 최초 스킨케어 개념의 3중 기능성 BB크림 및 제품
형태와 융복합 기술실현으로 도시공해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미세먼지차단지수측정 DPF(Dust Protec-
tion Factor) 기술도 개발하였다.

C사는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하고 있고, 
직원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전체직원 수는 749명이
며 생산직이 317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현
재 생산직 317명은 3개월 미만 신입사원 52명, 6개월 미만
실무자 132명, 1년 미만 중견직원 87명, 3년 미만 숙련자
31명, 고도 숙련자 5년 미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1.2 C사의 주요설비

C사의 보유설비로는 <Figure 1>과 같은 멀티쿠션충전
기, 크림자동충전기, 튜브실링충전기, 마스크팩 충전기가
있다. 또한 색조 스월충전기, 기초 로터리충전기, 마스카
라자동충전기, 립스틱자동충전기, 샤쉐기, 샴푸충전기, 타
정기 등의 충전설비와 카톤포머, 자동라벨부착기, 소형캡
핑기, 자동프레스기, 스팀수축기, 아웃박스 테이핑기 등의
포장 설비를 갖추고 있다. 

<Figure 1> Main Production Equipment of C Company

3.1.3 C사의 생산 공정

화장품 생산라인의 생산 공정은 <Figure 2>와 같이 빈
용기를 세척하고 내용물을 충전한 다음 충전된 용기에
라벨부착, 개별상자 포장 및 박스포장을 하는 공정이다. 
포장공정 이전단계의 작업은 설비에서 자동으로 이루어
지나 포장공정은 현재 80%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생산
성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Figure 2> C company’s Production Process

3.2 화장품 포장공정의 문제점

C사의화장품생산량은 2018년완제품기준 6,400만개였
으며, 2019년 9월 기준 7,100만 개 생산이 예상되어 2018
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2018
년 화장품 실제생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업시간과 비작
업시간을 산출하고 생산이 실제로 진행될 때 스톱워치를
활용하여 포장작업공정과 Loss시간을 파악 하였다. 포장
공정은 특히 수작업이 많은 부분으로 화장품 포장작업 간
작업자의 작업방법 및 속도에 따라 병목공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원인은 먼저 작업자별 숙련도 차이
가 발생하고 작업의 표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
가 변경될 때 마다 병목공정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부자재
BOM의 다양화와 까다롭게 바뀌는 공정으로 라인밸런싱
효율이 점점 감소되었다. 또한 제품이 변경될 때 설비개선
및 교체 사전준비 미흡, 원터치교체 불가, 설비 Operator 
숙련도 저하 등의 이유로 충전설비 준비교체시간의 Loss
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3.2.1 포장 공정 Loss시간 관리 미흡

(1)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준비교체 로스 시간 발생

화장품 포장품목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로스시간이 많
이 발생하였다. 이전 작업의 충전설비 부품을 분리해서
세척실로 이동하고 세척이 완료된 충전설비의 부품을 다
시 이동시켜 다음 작업 제품의 용량, 사이즈, 속도 등을
교체 및 조정하고 포장라인은 BOM에 따라 부자재와 작
업자를 배치한다. 그러나 충전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적 로스가 발생하고 있었
다. 평균적 부품교체 로스시간은 5분에서 20분, 부품의
세척로스시간은 평균 1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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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방법 표준화 미흡으로 라인밸런싱 저하

화장품 포장공정의 경우 정해진 작업방법, 속도 등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서 생
산속도 및 라인밸런싱 저하가 발생하였다. 2017년 평균
라인밸런싱은 70% 정도 수준이었으며 작업장, 작업품목, 
설비, 작업자 등에 따라 라인밸런싱의 차이가 많이 났다.

(3) 특정 설비의 가동율 저하 및 납기지연 발생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동일 품목의 수주량이많아도 생산
이 가능한 설비가 제한적이고 납기일정까지 짧을 경우 충전
생산능력을 최대로 가동하고 포장공정의 작업자도 가세하
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설비라인의 가동율이 저하되었다. 

3.2.2 수작업에 의한 효율성 저하

(1) 수동 충전으로 생산성 저하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용기를 들고 충전을 하는 수동라
인은 충전생산능력이 작업자에 의해 결정되고 생산능력향
상에 한계와 작업자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자동충전설
비와 비교하였을 때 수동충전 생산능력은 1분에 12~15개
를 생산한 반면 자동충전설비는 1분에 22~40개까지 생산
이 가능하였다. 수동충전 생산하는 제품을 자동충전설비
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라벨부착 작업의 병목공정 발생

화장품 포장의 BOM수가 늘어나고 종류 또한 까다롭
고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모양, 크기, 방향 등 다양한
라벨이 늘어 작업은 어려워지고 작업의 속도는 느려져서
병목공정이 증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작업자가 추가 배
치되어 공수의 증가, 생산성 및 라인밸런싱 저하가 생기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캡핑, 외캡 프레스 수작업으로 작업자 피로증대

용기에 캡을 닫아 주는 캡핑 작업과 박킹이나 외캡을
눌러서 끼워주는 작업을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작업을 할
경우 생산량이 많으면 작업자의 피로도가 쉽게 누적된다. 
캡핑공정 또는 프레스공정에 작업자가 한 명씩 추가 배치
되었을 경우 생산성은 1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용기 LOT번호 착인, 용기 정렬 및 개별상자의 접지와 

같은 추가 공수 발생

4개의 노즐로 구성된 자동충전설비에서 충전완료 후
포장라인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하단 지정부위
에 LOT번호를 착인하고 용기를 세워주는 작업자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배출전이나 배출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LOT번호 착인불량으로 클레임 발생과
재작업 실시 등 공수LOSS가 발생되었다. 또한 개별상자
접지의 경우 간이자동화 설비는 상자의 스크래치 불량발생 
가능성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수행해

야만 하는데 충전생산능력이 올라가면 추가 작업자가 투입
되는 등 공수의 지속적인 증가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포장공정 개선

C사의 화장품 제조공정은 생산품목에 따라 설비 및
작업자 배치가 다르고 품목별 주문시기가 일정치 않으며
생산주기가 짧아 개별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실정이
다. 이에 주력품목인 M, C, A품목의 포장공정 개선을 위
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장기생산 가능한 D품목의 현 공정데이터
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4.1 공정 데이터 수집

포장공정의 작업자 간 포장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라인밸런싱 분석과 모델링을 실시하
고 실제현장 포장라인에 적용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을 위한 D공정 데이터는 스톱워치기법을

통해 <Table 2>와 같이 수집하였다. 특히, 포장공정의 라
인이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구간은 6~7번 포장구간으로 6
공정에서는 1.4초가 소요되나 7공정에서는 0.9초만 소요
되어 0.5초간의 비작업시간 발생된다. 

<Table 2> Data Collected in the Packaging Process

No Division Type of work
Worker Equipment

time(sec)

1

Charging
work

Input the containers 1.4
2 Cleaning the containers 1.2
3 Charging 1.4
4 Combining the pump with containers 1.3
5 Capping with pump 1.2
6

Packaging
work

Closing the outer cap 1.4
7 Arrange containers 0.9
8 Take the Lot number seal 1.2
9 Individual box automatic cartoner 1.4

10 Container lot number inspection and 
Individual box input 1.2

11 Individual box grounding and closing 0.8
12 Individual box grounding and closing 0.8
13 Input the inner box 1.3

14 Outbox operation and individual 
single-box grounding 0.9

Total 10.0 7.0
Line Balance Efficiency : 10sec/(9Man×1.4sec)×100 79%

※ Line Balance Efficiency 
∑

×

  ∙ : working time in process 
  ∙ : working time in bottleneck
  ∙ : numb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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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ime Data of the Packaging Process

Process(se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otal

Worker 1.41 - - 1.30 - - 0.85 - - 1.02 - 1.45 1.31 0.95 8.29
Equipment - 1.2 1.38 - 1.21 - - 1.21 1.40 - - - - - 6.4

Processing time 1.41 1.22 1.38 1.30 1.21 0.00 0.85 1.21 1.40 1.02 0.00 1.45 1.31 0.95 14.69
Line Balance Efficiency = 8.29sec/(7Man×1.45sec)×100 82%

<Table 4> Independent Samples Test

Independent Samples Test

Independent t-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p

Between
△CT. As-is

and
△CT. To-be

Equal variance 
assumed .499 .487 -.632 24 .533

Equal variance
not assumed - - -.640 24.000 .528

<Figure 3> AS-IS Simulation Model of M Product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용기를 수작업
으로 세우는 7공정을 자동화하여 6~7번 공정을 통합하는
1안과 11~14번 공정을 통합하여 대기시간(wait time)과 비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2안으로 설계하였다.

4.2 시뮬레이션 유효성 검증 

공정 시뮬레이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의 화
장품 D 포장공정 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가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03월부터 05월까지 동일한 품
목의 생산실적 30개의 데이터를 발췌하고 다음과 같이 조
건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첫째, 포장작업은 충전설비의 고장 및 정지로 인해 영

향 받지 않는다. 둘째, 작업자가 공정 및 설비 준비, 세팅
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시간은 제외한다. 셋째, 8시간을 작
업시간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되 휴식시간은 고
려하지 않는다. 넷째, 한 달 작업일수는 21일로 한다. 다
섯째, 포장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현 포장공정은 1~14단계의 공정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9명의 작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각 공정에 작업자 1명씩
이 배정되어 제품의 사이클 타임은 16.4초이며 전체 공정
의 라인밸런스 효율은 84%이다. 공정개선을 위해 6~7공
정, 11~12공정을 통합하고 2인의 작업인원을 감축한 시뮬
레이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개선공정의 라인밸런스
효율은 84%로 현 공정과 동일하여 시뮬레이션의 유효성
이 입증되었다. 만약 작업자가 필요한 공정만을 대상으로
라인밸런스 효율을 비교하면 현재 79%에서 82%로 향상
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공정과 개선
공정의 사이클 타임을 통계패키지 SPSS 21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해 보니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이

동일하며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서 작업자 2
명이 감축된 개선공정의 사이클 타임은 14.69로 1.71초가
단축되고 작업자 수는 2명이 줄어 인건비 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주력상품인 M품목, C품목, A품목과 유
효성 검증을 위한 장기 대로트 상품인 D품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였다. 

4.3.1 M품목의 경우

M품목은 총 10개의 공정으로 화장품 포장작업이 진행
된다. 화장품 1개가 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은 충전 및
포장 설비의 작동시간을 포함하여 15.3초로 측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불필요하게 공정에 작업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 라인밸런싱 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ARENA를 활용하여 <Figure 3>과 같이 AS-IS 
공정을 모델링하였으며, TO-BE모델의 경우 라인밸런싱
효율개선을 위해 <Figure 4>와 같이 작업자의 공정통합을
실시하여 작업자를 감소시키는 모델로 설계하였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Case of Cosmetic Packaging Process Using ARENA Simulation 77

<Figure 4> TO-BE Simulation Model of M Product

4.3.2 C품목의 경우 

C품목은 화장품 포장작업이 총 11개의 공정으로 이루어
졌다. 화장품 1개가 포장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충전
및 포장 설비의 작동시간을 포함하여 16.3초로 측정되었다. 
AS-IS 모델은 제품이 공정에 들어올 때 흔들림으로 인한
실링 및 접착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2명의 검사원을 배치
하였으나 TO-BE 모델은 흔들림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
검사원을 한 명으로 줄인 모델로 재설계하였다(그림 생략).

4.3.3 A품목의 경우

A품목은 총 13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장품 1개
가 포장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충전 및 포장 설비의
작동시간을 포함하여 20.2초로 측정되었다. AS-IS 모델은
제품포장지 및 용기 투입, 방향전환 및 개별상자 닫기 등에
3명의 작업자를 배치하였으나 TO-BE 모델은 낭비개선을
집중 추진한 라인으로 제품투입과 개별상자 닫기공정을 통
합하여 한명의 작업자를 감축하였다. 이로 인해 병목현상
이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여유가 있는 검사공정 작
업자가 필요에 따라 개별상자 접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기존 라벨작업자의 위치를 개별상자 정렬
작업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다음 공정의 작업자에
게 도움을 받기 편리한 구조로 재설계하였다(그림 생략).

4.4 시뮬레이션 결과

D공정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5>와 같이 작업량은
8시간에 14,375개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1일 8시간 기준 13,800개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난 실제 2017년도의 포장작업일지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ARENA 시뮬레이션 실행결과, <Figure 6>과 같이 개별
상자를 닫는 공정에 2명의 작업자 배치는 다른 공정의 작
업시간 대비 불합리해보였다. 특히 카톤포머의 작동시간은
병목공정으로 보여 이 부분들을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6~7공정 통합, 11~14번 공정의 통합 및 포장공정 

작업방법 개선으로 작업자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하여 ARENA 시뮬레이션의 Scheduled Utilization 
수치를 활용하여 리포트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포
장라인의 라인밸런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Simulation Report of Packaging Process

<Figure 6> Improved Simulation Report of Packaging Process 

4.5 기대효과

C사의 화장품 포장공정 개선결과, <Table 5>와 같이 모
든 지표들이 크게 상승하였다. 즉, 월 생산량은 130만 개에
서 178만 개로 37% 증가, 총인시 생산성은 시간당 112개
에서 25개 증가된 137개로 23% 향상, 라인밸런싱 효율은
12%P나 상승된 82%로 17% 향상되었다. 또한 2018년 총
인건비는 전년도 1억 8,800만 원 대비 12% 감소한 1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포장제품 개당노무비는 145원에
서 95원으로 50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간
89,000,000원/년(개당 노무비 절감 50원×생산량 1,780천
개)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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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rovement Effects

Division Before(2017) After(2018)
Increase/
decrease

Production quantity 1,300,000/month 1,780,000/month +37%
Human time 
productivity

112 units/
human hour

137 units/
human hour +23%

LOB Efficiency 70% 82% +17%

Total labor cost 188,558(1,000￦)/
month

169,006(1,000￦)/
month -12%

Individual labor cost 145 won/unit 95 won/unit -35%

5. 결  론 

최근 화장품 산업분야는 동남아, 유럽 등 수출시장 다
변화 및 기능성 화장품의 꾸준한 성장 등 급속히 발전해
왔으나 중국수출규제와 코로나19 만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생존에 많은 어려움과 고충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장품 OEM 제조포장
업체인 C사는 화장품 포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017~ 
2018년도의 화장품 포장공정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애로공정과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내고 ARENA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도
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의 화장품 포장공정에 대해 스톱워치를 이용

하여 애로공정과 포장작업의 Loss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을 적용하여 준비교체시간을 4분 단축시켰으며 수동 충
전라인 개선을 통한 작업인력 감소로 총인시(human hour) 
생산성을 12% 향상시켰다. 
둘째, 포장공정 Line Balance 효율 제고를 위해 작업자 간 

포장시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2가지 대안을 선정, ARENA 
Simulation Too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9
명이 작업을 하던 공정을 7명으로 감소시키고 동시에 간
이자동화를 진행하여 총인시생산성을 257개/시에서 356
개/시로 39%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Loss시간, 작업방법, 간이자동화 등의 개선을 진

행함으로써 작업장 전체의 LOB 평균은 전년대비 70%에
서 82%로 12%p 향상되었다. 이 결과 작업장 전체적으로
9명의 작업자를 감소시켜 총인시생산성이 112개/시에서
137개/시 23%의 생산성향상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시뮬레이션을 추가 진행할 부분

에 대해 실제 정부의 R&D 사업인 스마트 팩토리 추진사
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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