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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on management in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lan 
of the customer, so it is important to prevent shortages in product supply. As the product composition 
became increasingly complex, the MES System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production plan 
manag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but its utilization is low.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MES system and sought to improve it. Through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ventory 
management of the pull approach that actually occurred in the warehouse is more suitable than the push 
approach based on the forecast of the warehouse for the volatility,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orders 
in the auto parts industry. To realize this, we tried distributed MRP by using the ADO function of VBA to 
link the standard information of the MES system with Excel and change the structure of the BOM table. 
Through this, it can help increase the accuracy of production planning and realize efficient inventory 
management, there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the MES system in the auto parts industry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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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반적으로 단조, 프레스, 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2만
여 개의 부품을 제조하는 종합 기계산업으로, 완성차 대비 
규모는 작지만 자동차 산업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
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기업을 중심으
로 공급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모
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 간의 공급사슬 협력 활

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강
화될 수 있다[13]. 기업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중요성
은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국내업계는 물론 세계화
된 공급망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재료비의 비중
이 70~80%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업 간의 물
류 흐름 및 자재수급이 중요하고 고객사의 수주에 대한 납
기관리가 생명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부품 제조기업은 
고객사(완성차업체)의 생산계획에 따라 수주, 생산, 자재 
발주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특히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
라 완성부품(assembly)이나 자재부품 재고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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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소요관리, 납품일과 생산 소요 일수를 고려한 자재 
발주 등의 전반적인 생산업무 프로세스가 완성차의 제품
공급에 대한 결품 예방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11].

이처럼 결품 예방 활동의 목적으로 정보화 추진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금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여
건이 좋지 않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전사적 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시스템이나 공급
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시스템을 도
입하였더라고 활용수준이 높지 않다. 시스템 활용의 어려
움 중 대표적인 것으로 BOM(Bill Of Material) 정보관리
를 꼽을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BOM 활용을 돕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5]가 진행되었으나 기존 
BOM 관리의 자동화 시스템 제안으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서는 BOM의 구성 변경을 통해 생산소요량과 실사 재고를 
고려한 정확한 자재 소요계획의 구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
제인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위해 MES System 활용의 문
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BOM 테이블 구조 변경, 소요
량 산출 Process 변경, ADO(ActiveX Data Objects)를 
활용한 기준정보 관리를 통하여 분산형 MRP를 구현하였
다. 이를 기업의 주요품목 5개에 적용한 결과 개선 전 총생
산시간 평균 대비 개선 후 62%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를 전체에 확대 적용할 경우 효과는 품목별로 소폭
의 차이가 예상되나 완성차에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수행
을 위한 생산계획 일정 수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 된다.

2. 이론적 배경

중소기업 정보화의 발전과정은 ‘1970년대의 MRPⅠ와 
’80년대의 MRPⅡ를 거쳐 90년대 초 전사적 자원관리인 
ERP System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ERP System은 
1980년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의 변화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등장한 시스템이다. 대량생산의 
체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자재 발주, 생산, 출고, 
재무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생산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6]. 

MRP의 목표는 정확한 요구 수량과 보충 수량을 시간 
차감하여 재고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BOM 전개를 통
한 종속수요를 계산하는 능력은 엄청난 혁신으로 받아들
여졌으나 변동성 대응에 실패함으로 결국 채찍 효과의 주
범이 되었다[8]. 변동성 대응은 시스템 운영의 유연함과
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전문가의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했던 데이터 가공처리의 고급기능을 누구나 쉽게 구
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이 이어진다면 중소기업 정보
화의 발전에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 예상 된다.

2.1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는 1990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 소재
한 컨설팅회사 AMR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제조업
의 시스템 계층구조를 계획-실행-제어의 3개 층으로 구
분하여 그 가운데 실행의 기능을 MES로 정의하였다. 
MES는 많은 제조업체에서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ERP, 
MRPⅡ 시스템 그리고 제어시스템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생산계획에 따른 진행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계획된 작업의 수행 여부, 품질관리 정보를 제공하므로 객
관적인 성과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16]으로 자동
차, 전자, 반도체, 철강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 폭넓게 사용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전략 아래에 통합화하는 전략적인 정보시스
템인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 
통합 생산시스템) 범위 중 생산부문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라 통칭한다. MES는 고객의 주문관리
부터 제품의 출하까지의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최적화
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정현황 모니터링, 설비제
어 모니터링, 품질정보 추적관리, 생산실적 정보관리, 창고 
관리, 재고관리 등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14]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2 BOM(Bill of Materials)

BOM은 부품, 조립품, 원자재로 구성되는 제품구조
로 정의된다. 또한, 제품을 구성하는 각 구성품에 대한 
구매, 발주 및 생산지시의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생산계획
(Master Production Scheduling) 및 자재소요계획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중요한 기준정보
가 된다. 따라서 BOM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조
업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10]. 

BOM은 단순히 제품의 자재 구성표로 인식되기도 하지
만, 자동차 산업과 같이 협업 환경에서는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걸친 기준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BOM은 설계, 
생산 등에 관련된 기준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 현장
에서 필요한 생산 및 공정관리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2]. BOM은 산업군별로 최종 제품의 구성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피라미드형, 버섯 형, 모래
시계형으로 구분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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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자재소요량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은 생산 운영관리기법의 하나로 산업구조의 시대별 흐름
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MRP 시
스템은 수주 오더에 대한 BOM 전개로 통합적 소요계획을 
생성하고 구매발주 및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진
행은 다양한 변동사항에 대한 피드백으로 많은 시간과 조
정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분산형 MRP는 생산능력을 고
려하여 실행 가능한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MRP가 수행되
고 BOM 구성의 특성에 따라 MRP를 분산처리하여 다양
한 환경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4]. 

DDMRP(demand driven MRP)는 전통방식의 MRP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자재 흐름을 방해하는 다양
한 변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는 MRP의 종
속성을 유지하면서 제품 구조상의 가시성과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MRP의 변동성을 감소시킨다[8]. 또한, 수요기
반 자재소요량 계획(DDMRP)은 기존의 PPC(생산계획 
및 관리 시스템)의 대안으로 수요중심 시스템과 분리되어 
전략적 재고 포지셔닝의 결과로 구현된다[1]. 

최근 다변화의 환경에서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자재소
요량을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공정별로 현재고를 반
영한 자재소요량산출이 더 바람직하다. 더구나 자동차 부
품산업에서 수주의 변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등으로 창고
의 예측에 의한 공급방식(Push approach)보다 창고에서 
실제 발생한 수요보충 방식(Pull approach)의 재고관리
가 적합하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보충 방식의 재
고관리를 위해 사용자 기반의 시스템 구축으로 분산형 
MRP를 구현하고자 한다.

3. 분산형 MRP 구현 방법 설계

3.1 분산형 MRP 구현을 위한 개선 방향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생산계획 담당자와 현장관리
자에 대한 정보지원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설비의 증설, 신제품의 개발 등 모든 
내적, 외적인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MES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MES 시스템을 도
입한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BOM 정보 활용에 대한 어
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었다. 

생산계획 수립 단계에서 병목 공정으로 인한 납기지연
을 감소시키기 위해 BOM 구조 변경을 통한 병목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6]가 그중 하나이다. 이는 MES 
System 개발단계에서 사용자 중심의 충분한 확인과 검증
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사이며 이미 MES System 구축이 
완료된 기업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MES System 개발 이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BOM 정
보관리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Modular BOM과 Generic 
BOM의 개념을 EXCEL 스프레드시트에 표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시스템상의 BOM 정보를 Excel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법[5]으로 분산형 MRP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MES 시스템의 기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개
발과 함께 기준정보의 데이터 가공 기술이 동시에 지원돼
야 한다. MES의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MRP) 모듈을 이용하여 제품의 중단기 생산 일
정을 수립하고 단계별 하위부품에 대한 단기 생산 일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OM(bills of material:자재명세서)의 구성이 복
잡할 경우 단계별 생산 일정 수립으로 인해 지나치게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BOM의 구성 단계(Level)가 시스템 개발 시점보
다 많아지는 경우 추가단계의 품목 등록이 어렵다. 이럴 
때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서 품목이 누
락 되거나 부수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DO를 활용하여 
MES System의 기준정보를 Excel과 연동하고 데이터 가
공과정을 통해 BOM의 테이블 구성을 변경함으로 통합형 
MRP에서 분산형 MRP로의 변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MRP Process의 문제점

재고와 생산능력을 고려한 계획관리를 위해 MRPⅠ에
서 확장된 MRP2는 수주 접수 후 1단계로 영업 판매계획
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생산 소요계획 수
립, 3단계 자재 발주계획 순서로 진행된다. 자동차부품제
조기업은 고객사로부터 1주에서 2주 단위로 수주계획을 
접수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생산계획수립과 공정별 재
고 확보가 필요하다. 

MES 시스템의 Process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단계적 
생산계획이 수립되나 기업에서는 고객사의 수주에 대한 
납품기일을 기준으로 부서별로 판매, 생산, 자재 발주계획
을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활용이 어렵다. 또
한, 통합형 MRP의 경우 전체 레벨에 대하여 자재 소요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생산 리드 타임이 지나치게 길어져 생
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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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Mun Tae Su, Kim Sung Su(2005). System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of the Precision One Planning System 
for Production-Production-Production-Practice of National 
Enterprises.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Quotation from page 392

[Figure 1] MRP ⅠProcess

Source: Mun Tae Su, Kim Sung Su(2005). System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of the Precision One Planning System 
for Production-Production-Production-Practice of National 
Enterprises.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Quotation from page 393

[Figure 2] MRP ⅡProcess

3.3 개선된 MRP Process

[Figure 3]은 MES System의 소요량 산출 Process의 
개선으로 고객사로부터 생산판매계획 접수 후 재구성된 
BOM 정보를 기준으로 현 재고량을 고려하여 납품, 생산, 
자재구매에 대한 소요량 산출 Process이다. 완성품 코드
로부터 단계별로 진행되는 소요량 산출 과정을 통합시킴
으로써 고객사 수주 접수와 함께 납품계획, 생산계획, 구
매계획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Figure 3] Improved MRP Process

3.4 ADO를 활용한 MES System 기준정보 관리

분산형 MRP의 구현을 위해 MES System의 BOM 정
보가 필요하나 시스템의 기준정보 활용이 어려우므로 일
반적으로 별도의 엑셀 파일을 활용하게 된다. Excel은 강
력한 계산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정보 파일의 버전 관리가 어
렵다. 이처럼 기존시스템의 개선 없이 MES System의 
BOM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연
구에서는 Excel ADO 기능을 활용하여 MES System의 
BOM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DO(Active Data Object)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에 쉽
게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으로 
제작한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객체들의 모임이며,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API)다. ADO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OLD DB 간의 계층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데이터베이
스의 사용 방법을 모르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프
로그램 제작을 도와준다. 연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ADO의 연결 객체(Connection 
Object), 레코드 셋 객체(Recordset Object), 명령 객체
(Command Object)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15].

기존의 MES System의 BOM 레벨 수준은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결정되며 관리 폭이 클수록 작업이 번거로워 최
소의 범위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품질관
리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전체 공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초기 설정된 레벨 수준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중점관리 공정을 선정하여 전체적인 BOM 정
보를 변경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태로 BOM 구성을 관리
하게 되면 품목이 빠지거나 부수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
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테이블 구조 변경을 통해 
BOM 레벨 수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Figure 4]의 공정별 네모박스의 숫자는 리드 타임이
다. 기존의 MES 시스템 형식인 통합형 MRP의 경우 완제
품 R202107_L00을 생산하기 위한 누적 리드 타임은 총 
17일(2+8+2+5)이다.

[Figure 4] Production lead time for integrated MRP



J. Korea Saf. Manag. Sci. Vol. 24 No. 2 June 2022
http://dx.doi.org/10.12812/ksms.2022.24.2.127 

ISSN 1229-6783(Print)
ISSN 2288-1484(Online) 131

[Figure 5]와 같이 분리된 MRP는 3개의 품목에 대해 
분리된 리드 타임(decoupled lead time)으로 발생 된다. 
R202107_L00(10일, 노란색), A1202107_L01(10일, 
연두색), M1202107_L02(7일, 파란색)로 통합형 MRP
보다 리드 타임이 41% 정도 감소되었다. 더구나 작업이 
복잡해지고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공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더욱 적합하다.

[Figure 5] Production Lead Time for Distributed MRP

4. 사례연구

4.1 A사의 생산 일정 수립 절차

A 사는 완성차 기업의 장기 판매계획에 따라 연간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월간, 주간별로 고객사의 판매계획 및 생
산계획의 변동내용을 고려하여 주간 생산 일정을 수립한
다. [Figure 6]은 A 사의 Order 접수부터 구매 입고, 생
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 진행절차이다.

[Figure 6] Company A's business processes

① 영업팀은 고객사로부터 수주 접수 후 구매팀, 생산팀
에 판매계획을 전달한다. 

② 구매팀은 사내 재공품 재고 및 외주업체의 재고 현황
을 파악한 후 발주 수량을 산정한다. 

③ 생산팀은 생산 현장에 판매계획을 배포하고 시업 전 
현재의 재고 현황을 파악 후 현장관리자를 통해 조
별로 작업지시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는 MES System을 통한 계획

관리의 구현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실적정보수집의 용
도로 MES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관리 및 
예측분석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처
하겠다는 MES System 도입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분산형 MRP로의 변환이 적합하다.

4.2 BOM 테이블 구조 변경

[Figure 7]은 BOM의 테이블 구조로 품목별로 하위품
목을 연결하고 4단계의 레벨 단계, 소요량 정보를 알 수 
있다. 완성차로부터의 수주정보는 완성품목에 대한 수량
으로 레벨 0단계의 품목에 해당한다. 레벨 0단계의 품목
에 대한 하위품목인 1단계의 소요량을 산출하고, 결과에 
대해 1단계의 하위품목인 2단계의 소요량 산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완성차의 생산계획에 따
라 공정별 생산계획, 자재 발주계획에 동시에 진행되는 기
업의 업무절차와 불일치로 시스템을 활용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Figure 7] BOM information before change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Figure 8]과 같이 
BOM 구성을 완성차의 수주품목을 최상위 제품번호로 정
하고 전 품목에 최상위 제품번호를 연결한 구조로 변경하
였다. 또한, 각 레벨에 대한 정보도 단계별 위치정보만 입
력하면 되도록 변경하여 MES System 구축 시 정해 놓은 
레벨 범위를 벗어나 등록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다. 

[Figure 8] BOM information afte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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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MES System의 BOM 테이블 구성을 변경하는 작
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실수에 의한 오류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BOM 정보
를 Excel의 Power Query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 불러
오기 및 열 피벗 해제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였다.

4.3 변경 전·후 소요량 산출결과 비교

[Figure 9]의 결과와 같이 BOM 구성의 변경 전, 변경 
후의 산출결과가 같음을 확인하고 변경 후의 통합형 BOM 
구성을 통해 완성차의 수주품목에 대하여 현재고를 고려
한 생산계획 수량, 자재 발주 수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9] Requirement calculation results before and after 
BOM change 

5. 연구결과

5.1 실험 표본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BOM 구조 변경과 분산형 MRP 구현
이 총누적리드타임에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개선 전과 개선후의 총 누적
리드타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기업
의 대표품목 5개를 선정 후 BOM기준 구성품목을 조사한 
결과 183건을 확인하였다. 이중 현재고 기준으로 생산이 
필요한 품목 123건을 선정하고 레벨 단위별 최대 생산소
요시간을 조사하여 41건을 최종으로 선정하였다. 검증방
법은 R-Studio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T-검정을 시행
하였다. 

H0. BOM 정보 개선을 통한 분산형 MRP 적용 후 총누
적리드타임이 적용 전의 평균과 같다(    ).

H1. BOM 정보 개선을 통한 분산형 MRP 적용 후 총 
누적리드타임이 적용 전보다 감소하였다(   ≺ ).

5.2 가설검증

BOM 구조 변경을 통한 분산형 MRP 구현의 효과 검증
을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Table 1>은 
분산형 MRP를 적용한 전과 후를 비교한 표본 데이터의 
검증 결과로 t= 4.7647 유의수준 P value 0.00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Summary of t-test result

N. Mean S·D t(p)

Before 41 302.2 205.9 4.7647(.0
00)After 41 207.8 98.4

6. 결 론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도입된 MES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진행되었다. 기존의 MES 시스
템은 통합형 MRP로 생산 일정 수립 시 리드 타임이 지나
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MES 시스템의 BOM 
구조는 품목의 구성이 복잡해질 경우 정보등록이 어려워 
일부 구간을 생략하게 된다. 생산 담당자는 작업지시를 위
해 엑셀로 BOM을 관리하고 일정 수립을 시도하나 수작업
에 의한 정보 오류 및 엑셀 파일 버전 관리의 어려움 등으
로 실행단계에서는 현장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므로 
MES 시스템 본연의 의도인 체계적 계획관리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DO를 활용하여 
MES System의 BOM 기준정보를 자동으로 엑셀과 연동
시키고 현재고를 고려한 분산형 MRP를 구현했다. 실제로 
기업의 주력제품 5개를 선정하여 시범 적용한 결과 평균 
31.23% 감소하였다. 단 시범 적용에 외주공정은 제외되
었으며 점차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에도 교육을 
통해 전파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개선에 대
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기존시스템을 그대
로 유지하도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지
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자동차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자동차산업은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생산방식의 변화에 대해 EY (2019)는 비용 또는 
효율성 위주의 JIT(Just-In-Time, 적기생산)방식에서 
JIC(Just-In-Case, 비상대비)방식으로 바뀌면서 중복 
소싱으로 공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략적 중점
이 이동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상시에 대처할 세계화된 
공급망의 유연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정의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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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분산형 MRP를 활용하여 

납품 일자를 고려한 공정별 작업 우선순위 결정지원에 관
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과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
다. 또한, 기존의 생산실적 위주의 시스템 활용에서 확대
하여 MES 시스템 및 IOT 센서를 활용하여 수집된 작업
현장의 빅데이터를 통해 작업환경개선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의 인간화와 연결되는 작업장을 만들
고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공급망의 유
연성 강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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