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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재 스마트팩토리에 한 연구는 구축 방안이나 설립 시 고려사항 등에 해 꾸 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팩토리의 기 단계를 용한

소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만족도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 군집분석을 하 고, 만족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해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이즈 분석을 하 다. 군집분석 결과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이즈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산성 개선 정

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주제어 : 스마트팩토리, 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 나이 베이즈, 만족도

Abstract Currently, research on smart factories is steadily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in construction. Various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on companies that introduced smart 

factorie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MEs applying the basic stage of smart factory. And the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In addition, we conducted Decision 

Tree and Naive Bay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are derived and compare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group was divided into the high satisfaction group and the 

low satisfaction group. The decision tree and the Naive Bay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satisfaction group has 

high productivity.

Key Words : Smart Factory, Cluster, Decision Tree, Naive Bayes, Questionnaire

1. 론

우리나라의 근 화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효율성 하,

인구의 감소 노령화, 무역규모감소, 공장의해외 이

등으로 기를 겪고 있다. 주력 상품들이 성숙기에 어

들면서 후발 국가들과의 차이가 좁 졌고, 제조업 발

으로 안정기에 어든 국의 압박을 받게 되면서 ‘제조

업 기설’이 나오고 있다. Deloitte Global과 미국경쟁력

원회(US 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공동으로 발

표한 ‘ 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서 2020년에

는 한국이 6 로 한 계단 하락하고 미국은 1 를 탈환하

며 국은 1 에서 2 로 하락한다고 발표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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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개도국들은 반 으로 순 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하 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정 을 찍고 하락한다

는 의미이며, 후발주자인 국과 동남아 개도국은 부

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1].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기에 응하고 요성에

주목하기 해 새로운 신 정책을 발표하 다. 독일은

2012년에 ‘Industry 4.0’을 발표하며 국가 10 미래 략

의 일환으로 민· ·학연계를통한 제조업 신을추진하

고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스마트공장을구축한다고

하 으며 EU는 2013년에 ‘Factories of the Future’를 발

표하여 2020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 을 향상시키고 사물

인터넷, 가상 실 등에 기반해 제조공정의 유연화

네트워크를 실시한다고 하 다. 미국은 2009년 ‘Remaking

America’를 발표하며 3D 린 등 첨단 제조기술 신

과 산업용 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 으며 일본은

2013년 ‘산업재흥 랜’을 발표하며 자동운 시스템 등의

차세 인 라 구축에 힘쓴다고 하 다[2].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신 3.0’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제조업 기론에 처하기 해 정

부는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IT·SW·사물인터

넷 등 기술 수 이 부족한 소· 견 기업들을 상으로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다. 민 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은 변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응하기 하여 스

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유연생산체제로의 환은

필수 이라밝혔다[3]. 2016년 9월말 기 으로 2,611개사

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불량률 감소, 원가 감,

유연생산을 통한 생산품목 다양화 등 제조업 경쟁력 향

상을 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2017년 에 민

합동으로 총 1,108억원을 투입하여 2,200개 이상 소·

견기업의 스마트공장 추진을 지원한다고 계획하 다

[5]. 한, 2017년 말까지는 5,000개 이상의 공장을 목. 로

하여 제조업 신을 가속화할 정이라며 인재 양성 계

획, 연구 개발 계획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3,5].

이처럼 ‘제조업 신 3.0’ 이후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가속을 내고 있으며 제조업

의 신을 꿈꾸는 소· 견기업의 뜨거운 심을 받고

있다. 한, 소· 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추진 략과

구축 시 고려사항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도입 이후의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주로 성공 사례

에 치우쳐있다. 박종식 등(2017)은 스마트팩토리의 개념

과 범 , 국내외 동향 등에 해 연구하여 수요·공 산

업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략과 추진 략에 해 제시

하 으며[6], 박종필(2017)은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국

내 · ·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 인 구축

략을 제시하 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축 방식을

상이하게 진행해야 하며 기업은 일부 공장을 시범 구

축한 후, 체로 확 하는 략, 소기업은 낮은 수 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서 높은 수 으로 업그 이드 하는

략을 펴야 한다고 제시하 다[7]. 한, 임명성(2016)은

독일의제조업 신 략을 살펴본 후, 한국의제조업 3.0

을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략을 제시하 다. 구호

에 그치는 것이 아닌기업, 연구기 , 학계 등의 업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제조업 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하 다[8].

스마트팩토리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제조 효

율화 달성, 시스템 유지 보수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경험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9] 이 시 에서스마

트공장 추진 기업에 해 검을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팩토리의 기 단계를 용

한 소· 견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스마트팩

토리 도입 기업의 황에 해 악하고, 군집분석을 사

용하여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 특성이 어떠한 형

태로 도출이 되는지 알아보기 해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이즈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스마트 토리

2.1.1 스마트 토리 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란 설비와 물류 자동화

를 기반으로 한 공정자동화, 공장자동화, 제품개발, 공

사슬 리, 그리고 기업자원 리 등이 ICT를사용하여 구

되는 공장을 의미한다. 스마트공장에 한 다양한 정

의가 존재하지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미국의 산

업인터넷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자동화

(FA, Factory Automation)가 ICT를 기반으로 하여 발

된 형태로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물리시스

템(Cyber Physical System, CPS), 스마트센서, 3D 린

등 다양한 ICT 기술과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

매 등 제조 과정 뿐만이 아니라 기업 경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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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지능 으로 융합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10]. 스

마트팩토리의 궁극 인 목 은 생산 시스템을지능화·유

연화·최 화·효율화하여 생산성 향상 생산비용 감

을 달성하고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과 고객 요구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제조 기업을 구 하는 것

이다[11].

스마트팩토리에는 생산설비(시스템)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 통합과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하는수평 통합이

존재한다. 수직 통합은 생산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에 센서 장

치를 부착하여 신호를 얻고,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HMI(Human Machine Interface)등의 제어

기술을 통해 설비제어를 하며, 생산 로세스 리를

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창고 리

를 해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거

쳐 상단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까지 유기

으로 리하는 개념이다. 수평 통합은 제품을 사용

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한 시장 조사, 제품

기획 단계 후,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 한 제품개발 R&D

와 공정 설계를 거쳐, 제품 생산 후 고객에게 달하는

과정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즉, 고객의 요구사항을 시작

으로 하여 고객의 필요사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고

객에게 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리하는 개념이다[6].

수직·수평 통합을 유기 으로 구 하기 하여 다

양한 ICT기술이 용되고 있다. 수평 통합의 지원 기

술에는 제품 설계를 한 CAD/CAE 등을 포함하는

PLM 솔루션, 시제품 생산을 빠르게 지원하는 3D 린터,

가상과 실재의 연동이 가능한 사이버물리시스템, 제조

로세스 분석을 한 공정 시뮬 이션 등이 포함되며,

수직 통합의 지원 기술에는 생산설비 데이터를 많이

획득하기 한 스마트센서, IoT기술, 생산 장의 에 지

감 기술, 제조 데이터 분석을 한 제조 빅데이터 기술

등이 포함된다[6].

민 합동 스마트팩토리 추진단에 제시된 스마트공장

수 별 단계를 살펴보면, ①Exel 정도 활용, 시스템을 갖

추지 있지 못한 상태인 ‘ICT 미 용 단계’, ②생산 실

정보를 자동 집계하여 자재흐름을 실시간 악하고 부분

리 시스템을 운 하는 '기 단계‘, ③설비 정보를

자동 집계하여 실시간 공장 운 모니터링과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리 시스템간 부분 연계가 이루어진

간1단계, ④ 리 시스템을 통한 설비의 자동제어로 실

시간 생산을 최 화하고 분야별 리 시스템간 실시간

연동이 이루어지는 간2단계, ⑤설비, 자재, 시스템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스로 단하는 지능형 설

비, 시스템을 통한 자율 공장 운 이 가능한 ’고도화 단

계‘가 있다.1)

2.1.2 스마트 토리에  빅 터

제조업의 새로운 신 정책으로 스마트팩토리가 추진

되면서 설비장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흐름은 제조회사들의 빅데이터에 한 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 스(Forbes)에서 연구한 결과, 47%의 제조

회사들이 빅데이터가 회사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답

하 으며[12], SCM World 조사에서는 미래 제조 환경의

운 과 리 방법을 바꾸는 데가장 큰 향을미칠요소

에 68%로 빅데이터 분석을 꼽았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실시간 분석이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응답 순 로확인해보면 1 인 ‘실시간 공장 가동 효율성

리 분야’가 57%, 2 인 ‘실시간 공 망 리’가 42%로

실시간 리가 제조업 핵심 활용 분야라 답했다[13].

2.2 터마 닝

2.2.1 집  

군집분석은 여러 개의 측정치들로 구성된 코드들로

부터 개별 코드 사이의거리를 측정하고, 이 거리에 따

라 거리가 가까운 코드끼리 군집화하는 유사한 코드

들의 모임이다[12]. 쉽게 풀이하면, 데이터의 집합 내에서

규칙 인구조를발견하고자 하는목 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목 에 맞게 각 군집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15]. 일반 으로 군집화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 여러 가지 구 알고리즘

이 존재한다[16].

계층 방법은 n개의 코드를 각각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여 특성이 비슷한 군집끼리 합해나가는 응집 분석

(agglomerative analysis)과 체 코드를 하나의 군집

으로 간주한 후, 특성이 다른 데이터를분리하는 분할 분

석(divisive analysis)이 있다. 비계층 방법은군집의 수

를 정하지 않고 군집화를진행하는 방식이며, 미리 몇 개

의 군집으로 나뉠 것을 상한 후 군집의 개수를 제공해

1) 스마트공장 수 별 단계, 민 합동스마트팩토리추진단.

(https://www.smart-factory.kr/intro/mainBuz.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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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비계층 방법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k-means 분석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군집의수를 정한

후, 각 코드로부터 미리 정한 k개의 군집의 심까지

거리를 구하여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14].

2.2.2 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기법은 데이터마이

닝 기법 의 하나로써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구조로 도

표화함으로써 심 상이 되는 집단을 몇개의 소집단으

로 효과 으로 분류하거나 측하는 기법으로[17], 범주

형 반응변수를 사용하는 분류나무와연속형 반응변수를

사용하는 회귀나무로 나뉜다.

분석 결과는 ‘조건이 A이고 조건이 B이면 결과 집단

C’라는 형태의 규칙으로 표 이 되므로 분류나 측을

목 으로 하는 다른 계량 분석 방법에 비해서 쉽게 이

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18].

나무 모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규칙 가장 표 인

것이 정지 규칙과 가지치기 방법이다. 정지규칙은 사용

자가 지정한 조건과 일치할 때 나무의 성장을 정지시키

는 방법이며, 가지치기는 나무모형을 우선 크게 만든 후

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최 의 나무 모형을 구축

해나가는 방법이다[19].

범주형 반응변수를 사용하는 분류나무를 실시할 때,

범주의 수가 많은 경우 분할 가능한 방법의 수가 많아지

기 때문에 만약 세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된 범주형 측

변수를 다룬다면 이를 몇 개의 가변수로 체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14].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사용되는 알고

리즘은 CHAID[20], CART[21], QUEST[22], C4.5[23] 등

이 있다.

2.2.3 나 브베

나이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 Classifier)는 머신

러닝의 지도학습을 사용한 가장 간단한 기법 하나이

다. 나이 베이즈 분류는 모형이 단순하며, 계산과정이

간단함에도 분류 성능이 우수하다. 나이 베이즈는 사용

되는 데이터의 모든 특성 값이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며,

분류를 해 베이즈 정리(Bayes’s Theorem)를 기본으로

사용한다[24].

나이 베이즈는 목표가 확률을 추정하는 것일 때는

매우 편향된 결과를 제공하지만, 코드의 분류나 순

를 구하는 것이 목표일 때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

법이다[25].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건부 확률을 구할

경우 베이즈 룰을 이용한다면쉽게 값을 구할수 있기때

문이다. d를 입력한 값, 분류할 클래스를 c라고 표 할

때, 베이즈 룰을 용하면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나이 베이즈는 모든 분류에 한 확률을 계산한 후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분류를 정한다. 최종 으로 나

이 베이즈 식은 (2)와 같다.

  arg

 arg


∙ ∙ ∙ ∙ ∙ 

 arg

3. 기  

3.1 터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 기 단계를 용한 기업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민 합동 스마트팩토리 추

진단에서는 ICT 미 용 기업을 상으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통해 기 단계를 용

한 기업이 설문 상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지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 원단의 문가 의견을 토 로 작성하 으

며, 조사 기간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

지 실시하 다. 조사 방법으로는 스마트팩토리 담당자의

의견을 구 설문지를 통해 설문 응답을 받았다. 25개의

변수에 해 응답을 받아 총 140건의 설문지를 회수하

고, 이 응답 상태가 불량한 15건을 제외한 125건을 분

석에 사용하 다.

3.2 전체 터 상  집

먼 , 수집한 설문데이터의 특성을 악하기 해 데

이터 마이닝 툴인 WEKA 3.6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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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125개의 데이터에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으며, 사용된 변수는 25개이다.

군집의 수를 2~6개로변경하며분석을 수행한 결과뚜

렷한 군집의 특징을 찾기 어려웠다. 그 4개의 군집으

로 분류를 하 을 때 다소 유의미한 특징이 도출되었다.

4개의 군집분류 결과, 만족도 변수를기 으로 만족도가

낮은 두 군집과 만족도가 높은 두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만족도가 1 , 2 , 5 인 기업의 수가 고 만족도가

3 , 4 인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만족도가 낮은 군집

과 만족도가 높은그룹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않다. 그러

나 평균 만족도를 기 으로 만족도가 낮은 그룹과 만족

도가 높은 그룹으로 나 었을 때 군집분석 결과 차이가

분명하기에 만족도가 낮은 그룹과 만족도가 높은 그룹

기 으로 나 어 분석을 하 다. 평균 만족도 3.44를 기

으로 만족도가 낮은 군집은 Cluster0과 Cluster2이고,

만족도가 높은 군집은 Cluster1과 Cluster3이다.

Fig. 1. Satisfaction by cluster

3.2.1 만족도가 낮  기업

Cluster0은 47개 기업으로, 만족도는 3.21이다. 5년 이

내에 간 1단계의 설비를 갖추는 것이 정수 이라고

생각하며 스마트팩토리 도입 후 매출 증가율이 5%이하

인 그룹이다.

Cluster2는 31개 기업으로 만족도는 3.41이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후 매출 증가율이 5%이하이며 스마트팩토

리 고도화를 10년 이내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그룹이다.

3.2.2 만족도가  기업

Cluster1은 22개 기업으로 만족도는 3.72이다. 5년 이

내 최종단계의 설비를 갖추는 것이 정수 이라 생각하

며, 스마트팩토리 도입 후 매출 증가율이 10%이하인 그

룹이다.

Cluster3은 25개 기업으로 만족도는 3.64이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후, 매출 증가율이 10%이하, 불량률 개선이

20%이하인 그룹이다.

만족도가 낮은 그룹인 Cluster0, Cluster2와 만족도가

높은 그룹인 Cluster1, Cluster3을 비교하여보면, 만족도

가 낮은 그룹은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 매출 증가율

과 불량률 개선이 낮으며 비교 일정 기간 내의 도달하

고자 하는 목표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만족도의 평균이 3.4

이기 때문에 3 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하 으며,

만족도가 4-5 인 기업과만족도가 1-3인 기업으로나

어 각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만족도가 높은 기업을 으로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이즈를 실시하여 어떠한 특성으로 만족도가 도

출될지 측해보고자 하며, 두 측 방법 어떠한 분석

방법이 더 정확한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4. 심도 

4.1 반적 특

응답 기업들의 일반 특성을 확인해보면,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주로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 많으며, 업종

은 기타업종 58%, 자부품 14%, 표면처리 8% 순으로

많다. 임직원은 20명 이상~ 100명 미만이 반 이상을 차

지하며 매출은 50억 미만과 400억 이상이 23%로가장 많

다.

만족도가 낮은 기업은 주로 경상도, 경기도 지역에 많

고 업종은 기타업종 52%, 주조, 형이 10%로 많다. 임

직원은 만족도가 높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20명 이상~100

명 미만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출은 400억 이상이

25%로 가장 많다.

4.2 집 

체 상의 군집분석 결과, 평균 만족도(3.44 )를 기

으로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 었다. 만족도에 따라 1-3 을 만족도가 낮은 집단,

4-5 을만족도가높은 집단으로분류하 고, 그 결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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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낮은 집단은 60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65개로

분류되었다. 분류 후, 데이터 마이닝 툴인 WEKA 3.6을

사용하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하여 각각 군집 분석을 실시하 다. 사용된 변수는 ‘만

족도’ 변수를 제외한 24개 변수이다.

4.2.1 만족도가 낮  집단

만족도가 낮은집단에 해군집분석을실시한 결과 2

개의 군집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Cluster 0은 26개,

Cluster 1은 34개로 분류되었다.

Fig. 2. Cluster analysis of low satisfaction group

가. cluster 0 (불량률 개선을 희망하는 군집)

cluster 0은 MES를 용하 으며, 불량률 개선이 평

균 8%로 낮은 군집이다. 이 군집은 생산 리 시스템인

MES를 도입하여 최 의 생산 활동을 기 하 지만, 불

량률에서 큰 개선을 보이지 않아 그로 인해 스마트팩토

리 도입에 한 만족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이유를 상

세히 살펴보니, 이 군집의 기업들은 측정설비연계와 생

산설비연계가 매우 낮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송하는 양이 으므로 설비별데이터를 활용

하여 불량률, 생산성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 cluster 1 (품질 개선을 희망하는 군집)

cluster 1은 ERP를 용하 으며, 품질 향상에 한

기 가 큰 군집이다. ERP 시스템은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업/구매, 재고 등 경 활동에 한 로세

스들을 통합 연계하여 업무 로세스를개선해주는 시스

템이기때문에직 인품질 향상을 가져다주지않는다.

따라서 품질 향상에 한 기 로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

으나, ERP 시스템으로 품질향상을 이루지 못한 만족

도가 낮은 군집으로 볼 수 있다.

4.2.2 만족도가  집단

만족도가높은 집단에 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

개의 군집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Cluster 0은 11개,

Cluster 1은 23개, Cluster 2는 31개로 분류되었다.

cluster0은 생산성 개선, 매출증가와 불량률 개선이 가장

낮은 군집(생산성 개선:12%, 매출 증가:7%, 불량률 개

선:10%)이었으며, cluster2는 생산성 개선, 매출증가와

불량률 개선이 가장 높은군집(생산성 개선:26%, 매출증

가:18%, 불량률 개선:22%)이었다. cluster0의 생산성 개

선, 매출증가와 불량률 개선은 만족도가 높은 기업의 군

집 가장 낮지만, 만족도가 낮은 군집의 두 군집보다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 Cluster analysis of high satisfaction 

group

가. cluster 0 (추진의지가 높은 군집)

cluster 0은 기 단계에 체류를 원하지 않으며, 2차 정

부 지원이 불가하더라도 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군집이

다. 이 군집은 두 항목에서 일 성 있게 더 높은 단계인

간 1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으로 보아 추진의지가

높은 군집으로 볼 수 있다.

나. cluster 1 (정부지원을 기 하는 군집)

cluster 1은 MES를 용하 고, 간 1단계추진시 정

부 지원이 가장 요하며 기 단계에 체류하는 이유가

투자비용인 군집이다. 이 군집은 MES도입으로 생산성,

매출 증가와 불량률 개선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며 간 1

단계로 나아가고 싶지만, 투자비용 때문에 재 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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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머물고 있는 군집이다. 이 군집은정부 지원을 통

해 간 1로의 추진을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cluster 2 (높은 성과를 이룬 군집)

cluster 2는 생산 설비 연계 비율과 측정 설비 연계 비

율이높으며생산성 개선, 매출 증가, 불량률 개선이 가장

높은 군집이다. 이 집단은 설비 연계 비율이 가장 높아

생산성 개선, 매출증가, 불량률 개선에서큰 성과를 이룬

집단이므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4.3 사결정나무

4.3.1 범주  조정

세 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된 범주형 측변수를 사용

할 때는 변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나무의분류를 실시해

야 한다. 따라서 재 5개의 범주로 구성된 측변수의

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실시하 다. 가운데 범주

인 3번 범주를기 치로 하여 기 치미만과기 치 이상

인 두 가지 범주로 나 었다. 그러나 0의 개념인 계획 없

음, 없음, 안 됨, 해당 없음, 용 안 함이 포함된 변

수의 범주는 계획 없음, 없음, 안 됨, 해당 없음,

용 안 함을 포함하여 3개의 범주로 분류하 다.

4.3.2 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할 때, 업종과

지역 변수는 제외하 다. 업종과 지역은 해당 기업의

황을 악하는 자료로 사용되었고 범주를조정하지 않았

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만족도를 목표변수

로 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72%의 측

정확성을 보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4. Decision tree analysis results.

가. 생산성개선(S)정도가 높은 기업은 만족도가 높다.

나. 생산성개선(S)정도가 낮고 스마트팩토리 추진속

도(Y)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만족도가 높

다.

다. 생산성개선(S)정도가 낮고, 스마트팩토리 추진속

도(Y)가 느리며 스마트팩토리 용 기간(T)이 2

년 이상인 기업은 만족도가 높다.

라. 생산성개선(S)정도가 낮고, 스마트팩토리 추진속

도(Y)가 보통이며 매년 투자액(W)이 1억 이상인

기업은 만족도가 높다.

4.4 나 브 베

마찬가지로 나이 베이즈 분석을 실시할 때 해석 결

과를 용이하게 하기 해 범주를 조정한 데이터를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업종과 지역 변수는 제외한

후 분석했다. 만족도를 목표변수로 하여 나이 베이즈를

실시한 결과 66%의 측 정확성을 보 다.

체 데이터에서 만족도가 낮은 기업이 48%, 만족도

가 높은 기업이 52%를 차지하며, 구체 인 해석은 다음

과 같다.

가. 3년 후 정수 (F)에서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간 1단계(39건),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간 2단계

(27건)의 수가 많다.

나. 용시스템(G)은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ERP(31

건),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MES(35건)가 많다.

다. 간 1단계 추진 시 요사항(J)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운 안정화(21건), 만족도가 높은 그

룹은 극 활용(25건)이 높다.

라. 측정설비연계(L)와 생산설비연계(M)는 만족도에

계없이 50%이하가 가장 많지만,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낮은 그룹에 비해 50%이상의 건

수(측정설비연계 14건, 생산설비연계 22건)가 높

다.

마. 5년 이내 정수 (N)은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간 1단계(31건),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간 2단계

(30건)의 수가 많다.

바. 기 단계체류이유는 만족도에 계없이 투자비용

이었지만, 그다음으로는만족도가높은 그룹은 체

류를 원하지 않음(15건)이고, 만족도가 낮은 그룹

은 문가부족(14건)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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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atisfaction

Variable

Satisfaction

Variable

Satisfaction

Variable

Satisfaction

low
(0.48)

high
(0.52)

low
(0.48)

high
(0.52)

low
(0.48)

high
(0.52)

low
(0.48)

high
(0.52)

C(Sales) H(Intermediate 1 stage Promotion) N(Appropriate level within 5 years) S(Productivity Improvement)

1 36.0 39.0 1 9.0 4.0 1 4.0 5.0 1 57.0 45.0

2 24.5 28.0 2 43.0 54.0 2 31.0 25.0 2 5.0 22.0

total 46.0 67.0 3 11.0 10.0 3 22.0 30.0 total 62.0 67.0

D(Employees) total 63.0 68.0 4 7.0 9.0 T(Application period)

1 42.0 49.0 J(Intermediate 1 stage Requirements) total 64.0 69.0 2 51.0 51.0

2 20.0 18.0 1 21.0 15.0 O(Stay at the basic stage) 3 11.0 16.0

total 62.0 67.0 2 2.0 2.0 1 8.0 15.0 total 62.0 67.0

E(Intermediate 1 stage biggest
difficulty)

3 14.0 10.0 2 35.0 37.0 U(Increase in sales)

2 41.0 54.0 4 16.0 25.0 3 14.0 9.0 1 58.0 55.0

3 9.0 7.0 5 12.0 18.0 4 3.0 3.0 2 4.0 12.0

4 8.0 5.0 total 65.0 70.0 5 5.0 6.0 total 62.0 67.0

5 6.0 3.0 K(Director) total 65.0 70.0 V(Promotion of advanced stage)

total 64.0 69.0 1 6.0 7.0 P(No government second support) 1 28.0 23.0

F(Difficult level after 3 years) 2 45.0 46.0 1 3.0 4.0 2 20.0 24.0

1 1.0 3.0 3 6.0 7.0 2 7.0 7.0 3 15.0 21.0

2 8.0 9.0 4 4.0 7.0 3 3.0 1.0 total 63.0 68.0

3 39.0 22.0 5 4.0 3.0 4 43.0 46.0 W(Investment)

4 12.0 27.0 total 65.0 70.0 5 9.0 12.0 1 5.0 2.0

5 5.0 9.0
L(Connection of measuring

equipment)
total 65.0 70.0 2 47.0 45.0

total 65.0 70.0 1 22.0 16.0 Q(Company History) 3 11.0 21.0

G(System) 2 37.0 38.0 1 18.0 24.0 total 63.0 68.0

1 28.0 35.0 3 4.0 14.0 2 44.0 43.0 X(Improved defect rate)

2 31.0 30.0 total 63.0 68.0 total 62.0 67.0 1 57.0 49.0

3 2.0 2.0 M(Connec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R(Motivation) 2 5.0 18.0

4 2.0 2.0 1 18.0 13.0 1 15.0 18.0 total 62.0 67.0

5 2.0 1.0 2 32.0 33.0 2 19.0 18.0 Y(Propulsion speed)

total 65.0 70.0 3 13.0 22.0 3 7.0 9.0 1 21.0 9.0

-

total 63.0 68.0 4 23.0 23.0 2 34.0 26.0

-
5 1.0 2.0 3 8.0 33.0

total 65.0 70.0 total 63.0 68.0

Table 1. Table title

사. 생산성개선(S)과 불량률개선(X)은 만족도에 상

없이 20%이하인 비율이가장 높지만, 만족도가 높

은 기업은 만족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20%이상인

기업(생산성 개선: 22건, 불량률 개선: 18건)이 상

당히 많다.

아. 고도화 추진시기(V)는 만족도가 낮은 기업은 고도

화를 도입하지 않거나 10년 이후인 기업(28건)이

가장 많고,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고도화 도입을 5

년 이내로 답한 기업(24건)이 가장 많다.

자. 매년 투자액(W)은 만족도에 계없이 1억 이하가

가장 많지만,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1억 이상이라

고 답한 기업(21건)이 만족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상당히 많다.

차. 스마트팩토리 추진속도(Y)는 만족도가 낮은 기업

은 동종기업 비 늦거나(21건) 간(34건)이라고

답한 기업이 많고, 만족도가높은기업은동종기업

비 간(26건)이나 빠르다(33건)고 답한 기업이

많다.

5. 연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팩토리의 기 단계에 있는

소· 견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팩

토리 도입 기업의 황에 해 악하고, 군집분석을 사

용하여 특성을 확인하 다. 한, 특성이 어떠한 형태로

도출이 되는지 알아보기 해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

이즈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체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 체 기업

을 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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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네개의군집으로 분류하 을때, 유의미한결

과를 볼 수 있었으며 평균 만족도(3.44 )를 기 으로 두

개씩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족도가 낮은 군집은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 매출 증가율과 불량률 개선

이 낮으며 비교 일정 기간 내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 데이터 상의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만족도가 낮은 그룹의 개별 특징을 확인하

기 해 데이터를 만족도별로 나 어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불량률 개선을 희망하는 군집

(MES를 용하고 불량률 개선이 8%로 낮은 군집)과 품

질 개선을 희망하는 군집(ERP를 용하고 품질향상에

한 기 가 큰 군집)으로, 총 2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추진의지가 높은군집(기 단계에

체류를 원하지 않고 2차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계없이

추진하는 군집), 정부지원을 기 하는 군집(MES를 용

하고 간 1 추진시 정부 지원이가장 요하며기 단계

체류 이유가 투자비용인 군집), 그리고 높은 성과를 이룬

군집(생산, 측정 설비 연계 비율 가장 높으며 생산성 개

선, 매출 증가, 불량률 개선이 가장 높은 군집)으로, 총 3

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만족도별 군집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확인한 후,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이즈를 실시하기 해 데이터

를 다시 통합하 으며, 결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변수의응답 범주를 조정하 다. 기존 5개의응답 범주를

2개 혹은 3개로 축소하여 해석하기 편하게 변경하 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72%의 정확성을 보 고 ‘생

산성 개선정도’를 기 으로가지가 나뉘었다. ‘생산성 개

선 정도’가 높으면 만족도가 높고, ‘생산성 개선 정도’가

낮고 ‘동종 기업 비 스마트팩토리 추진 속도’가 빠르다

고 생각하면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 외에도 만족도가

높은 기업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 베이즈 분석 결과, 66%의 정확성을 보 다. 결

과를 해석하여보면 ‘3년 후 정수 ’은 만족도가 낮은

그룹보다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서 더 높은 단계를 희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용시스템’은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ERP,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MES가 많은 것을볼

수 있었다. 이 결과 외에도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다.

측 방법인 의사결정나무와 나이 베이즈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정확성은 의사결정나무가 72%로 나이 베이

즈(66%)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결정

나무의 결과는 나이 베이즈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도출

할 수 있는 의미 정보가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의

정확도는 낮지만 다양한 결과를 얻기 해선 나이 베이

즈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터마이닝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의미를 해석하

다. 생산성 개선, 불량률 개선, 측정설비연계, 생산설비연

계, 매년 투자액, 스마트팩토리 추진속도 등이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만족도별 기업의 특

성을 확인한 후, 두 가지 측 분석방법인 의사결정나무

와 나이 베이즈를 비교하여 만족도가 어떠한 특성으로

도출되는지 확인해보았다. 이 과정에 측의 정확성과

의미 해석의 다양성은 서로 상 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의사결정나무보다 나이 베이즈의 정확성이 다

소 낮더라도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 도입 정인 기업에게

어떠한 요소에 을 두고 구축을 해야 하는지 참고자

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

족도별 특징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재 증가하는 스마트팩토리에 한 연구에 참고할 수 있

도록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기업별 특성을 확인

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연구에는 몇가지 한계가있다. 먼 데이터의 수가

125개로 매우 으며 이는 과 합되어 다소 부정확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 수를 늘린다면 의사결정나

무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이

베이즈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스마트팩

토리 기 단계를 도입한 기업 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

기 때문에, 기 단계가 아닌 간 1, 간 2, 고도화 단계

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설문 답변 범주를 홀수가 아닌 짝수로 변경한 후 ‘보

통’이나 ‘ 간’에 한 답변을 제외하여 설문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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