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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을 위한 제조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mart Factory System based 
on Manufacturing Data for Cosmetic Industry

오세원*, 정종필**, 박정수***

Sewon Oh*, Jongpil Jeong**, Jungsoo Park***

요  약  본 논문은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조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도입기업에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치된 스마트
팩토리를 신규 구축하였다. 기존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기반 아날로그로 관리하던 서류
및 데이터들을 데이터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 관리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LINK5 MOS(Management Operation System)와 POP(Point Of 
Production) 시스템 도입,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데이터 수집, 바코드 리딩 시스템 등을 대거 적용하
여 생산 현장에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황판 도입 등으로
데이터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신규 비지니스 클러스터 공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stablished a new smart factory based on manufacturing data for an introductory
company focusing on the personalized cosmetics manufacturing industry. We build on an example of a
system that collects, manages, and analyzes documents and data that were previously managed by 
CGMP-based analog for data-driven use. To this end, we have established a system that can collect all 
data in real time at the production site by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factory platform LINK5
MOS and POP system, collecting PLC data, and introducing monitoring system and pin board. It also aims
to create a new business cluster space based on this project.

Key Words : Customized Cosmetics, AI Smart Factory, Manufacturing Data, Smart Factory Platform

Ⅰ. 서  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역사와 함
께 계속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고 그중에서도 화장

품의 사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¹⁾ 특히 현대 소비문화는 개인의 개성
과 가치에 초점을 맞춘 시대로 산업 전반에서 ‘나만의 맞
춤형 제품’ 즉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활발하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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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마케팅 자동화 등 
개인화 서비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IT 기술이 그 가능성
을 인정받으면서 개인 소비문화에 영향을 받는 유통업계
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²⁻³⁾ 최근 개인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트랜드인 '맞춤형 화장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1
장 제1조 3의 2항목에 따르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다. 즉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 및 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
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
합한 화장품을 지칭한다. 기성품이 아닌 개인 피부에 맞
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은 개성과 희소성을 추구하는 
요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맞춤형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색조화장품에 비해서 개개인의 피부상태
와 선호도에 따라 결과물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주문부터 출하까지의 과정을 체계화된 프로세스에 도입
하여 제조형태와 생산체계에 분명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는 품질 및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요의 인식이 증가함을 말한다⁽⁴⁾. 기존의 화장
품 산업은 매년 5%이상씩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미래 전
도유망한 분야이다. 특히 미용산업 및 화장품 시장의 새
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2020년 3월 맞
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혼합이나 소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대한 피부미용사의 관심이 커졌다⁽⁵⁾.

K-POP, 한국 드라마등의 인기로 해외에서도 인지도
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최근 개인
별로 피부를 진단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화장품'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업체들의 지속성인 
성장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율이 높아지며, 위
탁 생산업체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도입기업은 
2001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기초화장품, 기능
성 화장품, 바디용제품 등을 OEM, ODM 방식으로 제조
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 산업에 도입된 맞춤형 화장품 조
제관리사 제도에 맞추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팩
토리 구축 및 운용을 원한 상황이며 이에 맞춰 스마트팩
토리를 구축 및 진행중이다. 

그림 1. 화장품 산업의 최신 동향(참조 : 텔스타-홈멜) 
Fig. 1. Recent Trends in the Cosmetics Industry 

(Reference: Telstar-Hommel)

도입기업은 화장품 산업에 도입된 CGMP기준에 따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지만, 문서화 및 OS데이터 관리만
으로는 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 CGMP기
준서 제조관리, 품질관리, 제조위생관리 데이터의 디지털
화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 도입된 ERP로 데
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생산
시점(POP), 생산모니터링(PDP) 등 생산에서 생성되는 
유효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원/부자재의 재고관리와 실재고, 부진재고,사용기한 
재고 등 전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며, 부
자재의 규격 데이터와 검수 기록 데이터 또한 없다. 수기
로 작성하는 제조 기록서로 진행하고 있지만, 데이터 기
록에 공수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조공정의 생산시점 데이터 기록,분석이 진행
되고 있지 않아 생산제품의 이력추적이 불가하여 품질에 
대해 고객사의 Claim 대응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도입기업에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하고, 이 형태가 그대로 제조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조 데이터 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이 필요하다. 첫번째
로, CGMP 기준서에 따른 제조데이터 수집과 축적이 가
능한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문서 작업의 공수를 줄여 제조 관리자의 과중
한 업무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조 데이터
를 저장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야 하며, 제조공정데이터
(측정값,설정값등)의 자동수집 및 분석/활용으로 빠른 의
사결정을 지원해야한다. 두번째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을 하여 생산성 및 품질수준을 향상 시켜야한다. 
Barcode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분자재의 흐름
을 기록 및 관리하여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 시킬 수 있
다. 정확한 제조 데이터 관리와 분석은 설비가동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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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으며, 일탈 관련 사랑을 센싱,감시 및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대응률을 높일 수 있다. 즉 고객사 Claim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스마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자사의 최적화된 스마트 시
스템 적용으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Key-In 
스마트 시스템으로 제조관리, 품질관리, 제조위생관리를 
모두 기록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문에
서 출하까지 단계별 진행현황이 확인 가능한 스마트 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도입기
업에게 제공하는 제조 데이터 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에
서의 핵심은 품질 이력추적 서비스이다. 모든 성분들을 
포함한 제조이력 추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의 신뢰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에 
자사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
화 시킬수 있으며, 고도의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시킬 수 
있다. 더해서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저
하 방지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으로 종합적인 생산성을 증가시
켜 완제품의 정시 납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품질향
상 또한 기대되지만, 국내 제조업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⁶⁾. 현재 많은 중
소기업들이 IT업체와 함께 생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일
류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¹⁾. 그러나 우리
나라 주요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별다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⁷⁾ 이번 논문은 제조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염두해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
였다. 먼저 화장품 제조업에 필수적인 (C)GMP 기반의 
제조데이터가 수집 및 축적되는 기준시스템을 구축하였
고 제조 데이터의 중요도가 선별 및 반영된 제조운영시
스템(제조시점에 제품과 설비의 데이터가 라벨링되어 축
적되어 향후 연구 데이터와 비교 가능) 및 제조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최적화된 생산시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¹⁶⁻¹⁷⁾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최근 화장
품 제조업과 제조업 KPI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절에서는 
제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
하고 있다. 4절에서는 실험 및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시
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요약 대해 설명한다.

그림 2. 맞춤형 화장품의 Business Strategy Thru Required 
Activities(참조 : 텔스타-홈멜) 

Fig. 2. Business Strategy Thru Required Activities for 
Custom Cosmetics(Reference: Telstar-Hommel)

Ⅱ. 관련연구

1. 화장품 제조업
2020년 4월 7일의 일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

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 2조 제 4호의 의약
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 따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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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있지만 그중 화장품 제조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
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른 등록절차 및 책임 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
격을 얻을 수 있다. 도입기업은 기존의 화장품제조업체로
써 시설기준은 이미 갖추어 있었지만, 화장품의 품질관리
가 미비한 상태였다.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가 되려면 자
사 솔루션의 이점인 품질이력관리가 되어야 가능하여, 현
재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진행중이다. 

2018년 국내 화장품산업 총 생산규모는 15조 8,028
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GDP
증가율(3.0%) 및 제조업 GDP 증가율(1.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후 2019년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
어오고 있다. 그러나 총 생산규모가 증가하는 반면에, 화
장품 유통채널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원브랜드숍 즉 로드
샵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올리브영, 랄라블라, 시
코르 등과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H&B 스토어들은 꾸
준히 성장하고 있다⁽⁸⁾. H&B스토어의 대표 3사 매장 총
수가 3년연속 성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패턴
이 멀티화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
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막강한 영향을 받는
데,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SNS중심으로 운영해 
실제 매출과 고객 유입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있다. 
이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분야에서도 소비자 트랜드에 빠
르게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 표 1은 한국산업표준사업
분류 기준 화장품 제조업 관련업종을 나타낸다.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화장품 제조업 관련업종
Table 1. Cosmetics manufacturing-related industries 

based on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분류코드 분류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통계분류 포털 : kssc.kostat.go.kr)

표 2은 화장품 유형별 분류를 나타낸다.

표 2. 화장품 유형별 분류
Table 2. Categorization by cosmetic type

제품류 유형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

류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목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폼 클렌저(foam cleanser) / 바디 클렌저
(body cleanser) /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아이 라이너
(eye liner) /  아이 섀도(eye shadow) / 마스카
라(mascara)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향수 / 분말향 / 향낭(香囊) / 콜롱(cologne)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헤어 틴트(hair tints) /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염모제 / 탈염·탈색용 제품 /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메이크업 베이스
(make-up bases) / 메이크업 서티브(make-up 
fixatives)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립글로
스(lip gloss), 립밤(lip balm) / 바디페인팅(body 
painting),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헤어 토닉
(hair tonics) /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포마드(pomade) /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 
샴푸, 린스 /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흑채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탑코트(topcoats) / 네일 크림·로션·에
센스 / 네일폴리시·네일 에나멜 리무버 /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남성용 
탤컴(talcum) /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셰이빙 
폼(shaving foam)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마사지 크
림 / 에센스, 오일 / 파우더 / 바디 제품 / 팩, 마스
크 / 눈 주위 제품 / 로션, 크림 / 손·발의 피부연
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
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런트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제모제 / 제모왁스 /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2020년 8월 5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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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KPI
IT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당장 생산성이 좋아지고 

품질이 나아지고 원가가 절감되고 납기가 맞추어지는 것
은 아니다. 프로세스가 변경되어야 하고 표준화가 사전에 
진행되어 있어야 하며 ,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도입기업에 적용할 화장품 KRI를 아
래의 표와 같이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납기 분야에
서 수주출하리드타임, 즉 제조리드타임을 3일 단축을 목
표로 하였다. 현재 직원들이 수기로 진행하고 있는 데이
터관리 중 원/부자재에 Barcode system을 도입하여, 
자재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원
/부자재 파악 및 입고검사등의 시간을 줄여 기존13일의 
리드타임을 10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정제
수설비, 유화기 제조공정을 모니터링하여 설비가동율도 
기존 45%에서 60%으로 목표를 두었다. QC분야에서는 
축적된 제조데이터는 활용하여 기존 클레임 건수에 비해 
1% 이하로 만들고, 제품 불량룸을 관리하여 제품 품질 
상승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하여, 제품 안정성시험 규정과 표준기반으로 데이터를 
Key-in하여, 일탈 시의 연구내용을 기록, 누적 및 활용
할 예정이다. 품질평가 데이터를 규정과 표준 기반으로 
모바일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효율
성도 높아질 것이다. 아래 표 3은 정량데이터를 나타낸다. 

표 3. 정량 데이터
Table 3. Quantitative data

No 분야 핵심지표
(KPI) 단위

현재
(구축
전)

목표 가중
치 비고

1 D 수주출하
리드타임 단축 Day 13 10 0.4 working

day기준

2 P 설비 가동률 % 45 60 0.3

3 Q 완제품 불량률 % 1 0.8 0.2

4 Q Claim 건수 건 22 10 0.1 10건 이하
목표

합 계 1

Ⅲ. 제조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오늘날 사물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 산업 현장 및 병원을 포함한 많은 장소에서 사용된
다. 다양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많은 서비
스들이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⁹⁾.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이런 사
물 인터넷을 활용한 빅데이터 관리기술(데이터 베이스관
리) 에서 출발해야한다. 특히 유무선 인터넷이 다양한 분
야에 적용되면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RFID 태그, 센서, 
스마트 기기, 감시 장치 등과 같은 IoT 장치가 다양한 서
비스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¹⁰⁻¹⁴⁾. 이정형
화된 또는 비정형화된 수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
하여 , 최적화된 제어수준을 찾기위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스마트 팩
토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도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다시말하면 데이터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제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은 생산
시스템의 변화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화 형상
에 대한 제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시스템
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개인화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조 생산 체제로의 변환과 빅데이터 관리 기술을 활용
한 제조 생산 현장의 주문 대응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것
이다. 따라서 설계,개발,제조 및 유통 물류등 전 생산과정
부터 시작하여 시작하여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하여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
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제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14]. 이에 도입기업에 적용한 제조 데이터 기반 
스마트 공장 개념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기존에 
제조기록서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수기 작성으로 이루어
져 왔던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간단한 자동화 장비 (무선
바코드, 무선온도계, 무선저울)들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으로 엣지 컴퓨터로 데이터를 
올려준다.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 자사 
솔루션인 LINK5 MOS를 통해 모듈별로 관리되어 활용
할 수 있다.

전사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
해서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공정마다 데이터 수집 포인
트를 설정해야한다. 도입기업의 화장품 제조과정의 공정
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데이터와 방식을 구
성하였다. 제조공정에서는 6군데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며, 품질관리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4군데의 
포인트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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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개념도(참조 : 텔스타-홈멜) 
Fig. 3. Conceptual diagram of a smart factory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그림 4.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화장품 공정 데이터 
포인트(참조 : 텔스타-홈멜) 

Fig. 4. Manufacturing Data-Based Cosmetic Process 
Data Points for Smart Factories(Reference: 
Telstar-Hommel)

1. 시스템 구성(System Architecture)
도입기업에 적용할 시스템의 구성은 위와 같은 그림5

로 적용하였다. 우선적으로 각 공정별 데이터 포인트에서 
Laptop PC, Edge PC, Touch Monitor등을 통해 제도
데이터를 Key-in 및 수집하여 MES로 보내준다. 각 
MES SERVER 내에서 모듈별로의 관리기준에 따라 모듈
별로 데이터 분류 및 저장을 통해 활용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기준정보관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
본 정보값을 설정하는 모듈로 공통코드,공장정보,창고정
보,고객사, 협력사, 품목, BOM 마스터관리등이 포함된
다. 영업/수주관리는 고객의 수주관리와 수주에 대한 생
산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모듈로 인쿼리와 수주를 관리
하는 기능으로 운영된다. 수주받은 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자재관리는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재고관리 모
듈이며, 입고, 출고, 현황 뿐 아니라 이벤트 관리까지 포
함이 된다. 제품개발 R&D 모듈에는 제품 연구 시 생성
되는 시행착오 결과 및 개발한 제품을 관리하는 기능으
로 제품개발계획 및 제품 연구관리에 사용된다. 본격적으
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생산관리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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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공정구분 데이터 구분 측정항목 리스트 데이터 수집 방안
통신방식

원료보관실
(입구) 저울 　 중량측정1 RS232/이더넷

칭량실

저울 　 중량측정1 RS232/이더넷
저울 　 중량측정2 RS232/이더넷
저울 　 중량측정3 RS232/이더넷
저울 　 중량측정4 RS232/이더넷

제조실 혼합기1 Digital 
Data

설비상태 이더넷
호모RPM 이더넷
패들RPM 이더넷

스크래퍼RPM 이더넷
유상RPM 이더넷
수상RPM 이더넷

유화기 온도 이더넷

유상 온도 이더넷

수상 온도 이더넷

압력 이더넷
TANK 투입유량 Analog/이더넷

Prod M 이더넷
Prod S 이더넷

혼합기2

I/O Data 설비상태 I/O/이더넷

Digital 
Data

호모RPM RS485/이더넷
패들RPM RS485/이더넷

스크래퍼RPM RS485/이더넷

Analog 
Data

유상RPM RS485/이더넷
수상RPM RS485/이더넷

호모Ampere RS485/이더넷
패들Ampere RS485/이더넷

스크래퍼Amper
e RS485/이더넷

유상Ampere RS485/이더넷
수상Ampere RS485/이더넷

Digital 
Data

유화기 온도 RS485/이더넷
유상 온도 RS485/이더넷
수상 온도 RS485/이더넷

Analog 
Data

호모운전 타이머 RS485/이더넷
패들운전 타이머 RS485/이더넷

스크래퍼운전 
타이머 RS485/이더넷

TANK 투입유량 Analog/이더넷

유량계 Analog 
Data 유량 Analog/이더넷

저울1 Analog 
Data 중량 RS232/이더넷

저울2 Analog 
Data 중량 RS232/이더넷

정제수실 정제수기

I/O Data 설비상태 I/O/이더넷

Analog 
Data

수위계 Analog/이더넷
순도계1 Analog/이더넷
순도계2 Analog/이더넷

원수 압력 Analog/이더넷
고압펌프 압력 Analog/이더넷
정제수 압력 Analog/이더넷

충진실
소형저울1 Digital 

Data 제품중량 RS232/이더넷

소형저울2 Digital 
Data 제품중량 RS232/이더넷

포장실

레이져 
프린트1

Digital 
Data 제품 중량 RS232/이더넷

레이져 
프린트2

Digital 
Data 제품 중량 RS232/이더넷

저울 Analog 
Data 중량 RS232/이더넷

실험실1

전자저울1

Analog 
Data

중량측정 RS232/이더넷
전자저울2 중량측정 RS232/이더넷
전자저울3 중량측정 RS232/이더넷
전자저울4 중량측정 RS232/이더넷
전자저울5 중량측정 RS232/이더넷

바코드 프린터 　 시리얼 입고관리 RS232/485/Eth
ernet

실험실2

점도계1 Analog 
Data 점도측정 RS232/이더넷

점도계2 Analog 
Data 점도측정 RS232/이더넷

PH Meter1 Analog 
Data PH측정 RS232/이더넷

PH Meter2 Analog 
Data PH측정 RS232/이더넷

피부측정기 Digital 
Data UV-VIS측정 Ethernet

경도계 Analog 
Data 수분측정 Ethernet

산을 위한 계획, 지시, 실적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
다. 이는 생산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모듈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생산작업의 결과물인 제품은 완제품의 포
장과 출하 및 재고현황관리를 위한 모듈인 제품관리로 
관리가 되며, 품질면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공정관리 및 
이력관리 모듈이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ES를 
운영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하기 위
한 모듈도 있으며, 생산시점관리를 위한 각 공정별 화면
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POP모듈을 사용할수 있다. 그
림의 아래부분의 생산 Flow에 맞추어 각 모듈별로 진행
된다. 아래 그림 5는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5.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성도(참조 : 텔스타
-홈멜) 

Fig. 5. Smart Factory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2. HW 구성도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구성은 아래의 표 4

와 같다. 

표 4. 시스템 H/W 구성도
Table 4. System H/W Configuration Diagram

각 제조실(칭량실, 제조실, 충진실, 포장실) 및 품질관
리실(QC실)의 각 설비에서 Laptop PC, Edge PC, 
Touch Monitor가 있으며 데이터를 Key-in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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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dge PC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취합된 데이터
를 무선 AP를 통해 Cloud로 전송하게 된다. 수집된 데
이터들은 Cloud 데이터를 현황판을 통해 조회할 수 있
다. 아래 그림6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하드웨어 구성도(참조 : 텔스
타-홈멜) 

Fig. 6. Smart Factory Hardware Configurations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3. SW 구성도
먼저 생산,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생

성한다. 각종 IoT 예를 들면 아래 그림7과 같이 바코드 
리더기, 전자 저울 등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
여 엣지 컴퓨터로 취합하게 된다. 이때 Edge PC와 AP 

무선 통신을 통해 Cloud Server로 데이터 전송하여 분
석을 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위의 그림7과 같이 POP등
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품질 데이터 조회, 제품 이력 추적
등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들로 이루어진 
MES구성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재구성, 활용할 수 있
다. 그림 7은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7.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 구성도(참조 : 텔
스타-홈멜) 

Fig. 7. Smart Factory Software Configurations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Ⅳ. 실험 및 결과

1. 평가 지표
표 5는 평가지표를 나타낸다. 
① 수주출하 리드타임 단축 : [1품목, 200ml, 

5000EA 기준] 원, 부자재 파악 및 발주 + 
원,부자재 입고 검사 + 생산 소요 시간 + 벌크제품 
QC (2days) + 제품 충포장 시간 + 중금속 분석 
기간 (7days) + 서류 작업

② 설비 가동률 : 19년도 총 생산 건수 / 최대 가동 
건수 (약 900건/년) * 100

③ 완제품 불량률 : 19년도 불량 발생 횟수 / 19년도 
총 생산 횟수 * 100

④ Claim 건수 : 2019년 Claim 발생 건 수 

표 5. 평가 지표
Table 5. Evaluation Indicators
No 분야 핵심지표

(KPI) 단위 현재
(구축전) 목표 가중치 비고

1 D 수주출하
리드타임 단축 Day 13 10 0.4 working

day기준
2 P 설비 가동률 % 45 60 0.3
3 Q 완제품 불량률 % 1 0.8 0.2

4 Q Claim 건수 건 22 10 0.1 10건 이하
목표

합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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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기능명 상세내역 (목적, 방식, 기능)

기준
정보
관리

공통코드
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항목에 대한 정보
를 등록 및 수정, 삭제 관리 기능

공장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장, 라인, 설비 정보
를 등록 및 수정, 삭제 관리 기능

창고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창고, 창고 구역 정보
를 등록 및 수정, 삭제 관리 기능

고객사
관리 고객 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기능

협력사
관리 협력사 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기능

품목관리 원자재, 부자재, 제품 기준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기능

BOM
마스터
관리

특정 제품이 어떠한 부품(요소)로 구성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수정, 삭제 관리 기
능 / 제품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이터 관리

영업 
/ 수주
관리

인쿼리
관리

접수되는 인쿼리 정보를 등록 및 수정, 삭제 
관리하고 제품개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품개
발 계획 및 제품연구데이터와 연계

수주관리
고객 주문에 따른 생산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정보(수주일, 거래처, 제품, 발주수량, 납기일
자, 생산수량 등)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원부
자재
관리

자재입고
원자재, 부자재 및 생산 관련 모든 자재 입고 
이력 등록 기능(Lot No, 자재명, 입고일, 거
래처, 입고 수량 등)

자재출고
제품 생산 및 제품 연구를 위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출고 이력 등록 기능(Lot 
No, 자재명, 출고일, 출고 수량 등)

자재현황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원자재, 부자재 및 생
산 관련 자재의 현황 조회 기능 (Lot No, 자
재명,재고 수량 등)

자재이벤
트

관리

자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분실, 파손, 
반품, 유통기한 만료) 및 재고 실사 결과에 대
한 데이터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제품
개발

(R&D)

제품개발
계획

인쿼리 접수된 내역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계
획을 수립. 처방 설계 DB 연계로 처방 설계 
히스토리 관리 및 계획서 관리

제품연구 제품개발계획에 따른 트라이얼 연구 데이터 

<생산>
ㅇ CGMP기준서의 제조관리, 품질관리, 제조위생관리 

데이터를 실시간 Key-In하여 데이터기반 구축 및 
추적 가능하게 함

ㅇ 원/부자재에 Barcode System을 도입하여, 자재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ㅇ 정제수설비, 유화기 제조공정을 모니터링(PDP)하
여 제조리드타임 3일단축, 설비가동율 60%로 향상

ㅇ 품질관리 기기(점도계, pH, 현미경, 굴절계, 수분측
정기 등등)들의 측정데이터를 PC수집 후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구축

<QC>
ㅇ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레임 건수 1% 이

하로 만들고, 제품 불량률 관리하여 제품 품질 상승
ㅇ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하여, 제품 안정성시험 

규정과 표준기반으로 데이터를 Key-in하여, 일탈
시의 연구 내용을 기록, 누적 및 활용

ㅇ 연구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제품생산에 적용 가능
한 연구데이터 베이스 구축

ㅇ 품질평가(관능평가, In vivo, In vitro 등)데이터를 
규정과 표준기반으로 모바일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축

ㅇ 제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로직화하여, 직무에 대
한 기준 프로세스 구축

2. 데이터 수집
평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위의 그림 8과 

같은 공정대로 수집하며, 아래의 표과 같이 수집될 제조 
데이터 종류들을 정리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각 모듈의 
기능들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와 데이터를 수집할 하드웨
어 통신기기와 통신종류를 집계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그림 8.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참조 
: 텔스타-홈멜) 

Fig. 8. Process for smart factory data collection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3.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기능
MES의 모듈마다 필요한 기능들은 그림 9에, 기능들의 

상세내용은 표6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9.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어플리케이션(참조 : 
텔스타-홈멜) 

Fig. 9. Smart Factory Applications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표 6. MES 모듈별 상세내역
Table 6. Details by ME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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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관리계량, 용해+가온, 혼합, 냉각 등 각 공정
에 대한 key-In 데이터 조회 및 계측 데이터, 
관능평가 데이터 이력 관리 / 제품 연구 데이
터에 대한 규격서 및 실험 데이터 이력 관리 

생산
/

관리

생산계획
수주 등록에 따라 제품 생산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능(생산 제품, 납기일, 생산계획
일자, 수량 등)

생산지시 계획된 생산 계획과 자재 현황을 확인하여 생
산현장에 작업을 지시하는 기능

생산실적 지시된 생산의 실적을 확인하는 기능
(지시번호, 작업일자, 생산자, 생산제품 등)

생산조건
관리

생산 공정의 환경(온도, 습도, 차압 등) 조건
을 일 단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능

(완)
제품
관리

제품관리
생산된 벌크 제품에 대한 기록(Lot No, 생산
일자, 혼합 성분표 각 공정 key-in data)을 
관리 및 조회하는 기능

충/포장
관리

벌크 제품에 대한 충진& 생산 완료된 제품의 
포장이력(Lot.No, Serial.No, 충진일자, 용
량, 포장일자,부자재, 고객사, 제품명, 수량 
등)을 관리 및 조회하는 기능

완제품
관리

카툰 또는 벌크 포장 완료된 제품에 대한 기
록 (Serial .No, 입고일자 고객사, 부자재, 제
품명 수량등)등록 및 조회 기능

완제품
출하관리

고객사로 출하된 완제품 관리 기능(Serial 
.No, 출고일, 제품명, 고객사, 수량, 제품 상
태 등)

완제품
현황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의 수량 및 위치 관
리 기능

품질
관리

품질
통합
관리

제품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생성
되어 수집된 품질데이터를 기반으로
Xbar-R, SPC, Cp, Cpk 등 분석 그래
프와 차트를 통해 품질 분석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제품
이력
관리

제품 생산 단계에서 생성된 Lot No를
기준으로 품질 데이터 이력 조회 및 이상 유
무 확인 가능(제품명, 공정명, 검사항목(혼합, 
냉각, 여과 등), 결과 등)

수입
검사

원,부자재 입고 시 실시하는 수입검사
이력(원,부자재 수입 상태, 수량 체크, 검수 
데이터 등)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기능

공정검사 벌크 제품에 대한 QC검사(벌크 제품 성적,
충포장 상태, 판정)결과 이력관리

완제품
검사

포장완료된 제품에 대한 검사(이화학, 유해
물질, 기능 원료 함량, 미생물 한도, 제품
포장)결과 이력관리

제품이슈
관리

고객사로 출하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이슈
를 등록, 조회하여 관리하는 기능

시스템
관리

그룹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룹 생성 및 수정, 삭
제 기능 / 그룹 별 메뉴 기능에 대한 권한
설정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생성 및 수정,
삭제 기능

사용자
권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별 메뉴 접근
및 기능 사용 권한 관리 기능

로그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이용 내역 로그 조회 기
능(로그인 기록, 시스템 변경 이력 등)

공지사항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에게 공지 알림을
띄우고 관리하는 기능

모니터
링

생산진행
현황

생산 공정에서 진행되는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기능 (생산 제품, 공정, 상태, 원.부자재
수량 등)

라인
모니터링

현재 라인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기능
(생산 공정 상태(작업중/비가동), 라인
온도, 습도 등)

POP 생산종합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포인트

현황

를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 현황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현재 생산
하고 있는 생산 정보, 작업효율, 생산조건
(온도, 습도) 등)

모니터링
(현황판)

생산 공정에 대한 생산 현황, 상태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기능 / 생산 공정에 공지사항 알림 기능

제품개발
(R&D)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제품개
발 계획정보를 확인하여 연구 개발 작업
후 발생되는 데이터 및 제품 트라이얼
정보, 각 공정에 대한 데이터 Key-in 및
이력 조회(처방서 확인, 계량, 냉각, 물성
등, 계측 데이터 및 관능 평가 데이터 관리)

제품생산

현재 생산 지시가 내려진 생산지시에 대한
공정지시서 및 제품 생산 정보 데이터에
대한 key-in 및 이력 조회(제품 표준서 확인,
제조지시서, 계량 지시서, 생산과정데이터
(혼합,냉각, 여과) 등)

4. 시스템 구축 사례
공정별 업무 절차 흐름도 공정별 업무 흐름도는 표7과 

같다. 연구, 생산, 품질관리, 포장/출하 총 4단계로 구성
되는 공정들은 각각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각 공정의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를 정립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표 7.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표(AS-IS)
Table 7. System deployment status analysis table 

(AS-IS)

업무 구분 문제점 및 이슈사항

수주 수주 정보에 대한 공유를 담당자가 구두로 전달함
에 따라 세부내용 오류 및 누락, 오차 발생.

연구(R&D)
연구 및 품질관리의 현행업무분석서 작성 및 DB
화 필요. 수기로 작성 관리중인 연구데이터의 전
산화(효율적인 이력관리와 조회)

생산
(제조,

충포장)

원/부자재의 재고관리와 실재고, 부진재고, 사용기
한 재고 등의 모니터링 불가. 부자재의 규격 데이
터와 검수 기록데이터가 관리 되지 않음.
제조기록서의 수기작성으로 인해 데이터 기록에 
공수가 많이 투입됨.  제조공정의 생산 시점 데이
터 기록 및 분석이필요
.(ex; 정제수관리, 생산수율관리, 제조공정관리 등)
생산 중 발생하는 각종 일탈들을 발견 즉시 해결
을 위해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제어 필요. 생산제
품의 이력추적이 불가하여 품질에 대한 고객사 
claim 대응력 저하. CGMP에 입각한 공장관리(일
상점검, 교체일지 등)문서 공수과량 투입

QC

품질관리 기기(점도계, pH, 현미경, 굴절계, 수분 
측정기 등)들의 측정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누
적 기록 관리 필요. 제품 안정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생균수, 챌린지, 피부 자극 테스트 등) 규정, 
표준서 및 데이터 관리에 의한 유효기간 규격설정 
필요품질평가를 위한 in vivo, in vitro 표준서 
작성 및 평가 결과 전산화 필요

출하 출하 일자 및 출하 수량 수기 또는 구두 전달에 
따른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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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쿼리
접수
(개별

Excel)

각 업체별 양식이 다름 / 인쿼리 받은 담당자가 Excel
로 관리하여 담당자외 확인 어려움
▶ 데이터 입력 양식 통일화하여 인쿼리 접수내용 전산

화

제품
설계&
처방
설계

자체 리서치로 제품 설계 (공수 다량 투입)
▶ 이전에 등록된 설계 이력 데이터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화
▶안전보건물질자료(MSDS) API 연동으로
  플랫폼 내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

제품
연구
(실험
과정)

실험 Trial에 대한 함량비는 기록하나, 그에
따른 공정, 분석 데이터 값 확인 어려움 
실험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제품
표준서 작성 시 공수가 많이 투입됨
실험 연구 원료에 대한 재고확인을 생산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해야 함
▶ 수기로 작성 관리중인 연구데이터의 전산화(효율적

인 이력관리와 조회)
▶ 실험 기구에서 측정 데이터 자동 수집될 수 있는 부

분은 자동 수집 처리. 그외 기구는 측정값 전산화로 
데이터 활용도 높임

제품
표준서

각 연구원별 Excel 관리로 실수 발생 및 수정 시 관리 
번거러움
▶ 제품 표준서 전산화 및 품질관리책임자 승인 과정 

로직 추가

품질
관리

QC 검
사

제품 안정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생균수, 챌린지, 피부
자극테스트 등) 규정 없음
표준서 및 데이터 관리에 의한 유효기간 규격 설정이 
없음
▶ 기존에 사용중인 QC 검사 유형, 항목, SPEC(규격) 

관리 전산화

제조
기록서

제조기록서 전산화 입력 
생산공정 : 계량값, 공정설정값, 투입시간, 혼합시간 등
충포장 : 충포장 수량, 불량 수량, 충전 수량 등 
벌크 및 완제품 : 분석 값 등
▶ 생산공정, 충포장, 벌크및완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

터 활용하여 제조기록서 전산화
▶ 생산공정 : 혼합탱크 => PLC 데이터 수집 / 그 외 

Key-In 전산화
▶ 충포장 : 충포장 수량 각인기에서 자동 수집 처리(무

선디바이스 사용)
(계산식:충포장수량-완제품수량=불량수량)

▶ 벌크 및 완제품 : 시스템 Key-In 으로 수량 관리 및 
전산화

검교정
각 기기마다 교정주기가 달라 놓치는 경우가 있음
▶ 기기별 교정 주기 Master 등록하여 관리
▶ 교정주기 알림 및 스케줄 관리 가능하도록 처리

생산
관리

수주
/

발주

수주/발주 정보에 대한 공유를 담당자가 구두 전달로 
세부내용 오류 및 누락, 오차 발생 
수주/발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충포장 인원이 확인(지
면 낭비 및 시간 소요)
▶ 수주/발주 접수 내용 전산화하여 관련 담당자 모두 

조회 가능하도록 처리 
▶ ERP에서 입력된 발주데이터 당사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API 연동

생산

제조공정의 생산 시점 데이터 기록 및 분석 필요
ex) 정제수관리, 생산수율, 공정관리 등
제품제조에 대한 제품관련정보 (원료, 부자재) 확인이 
어려움. 부자재의 규격 데이터와 검수 기록데이터가 관
리되지 않음. 생산제품의 이력추적이 불가하여 품질에 

대한 고객사 claim 대응력 저하
▶ ERP에서 입력된 발주데이터 당사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API 연동
▶ 생산시 발생하는 생산 데이터 자동 수집(자동 수집 

가능 기기만 해당) 또는 Key-In 으로 생산 데이터 
전산화

생산
관리

충진
&

포장

충진, 포장에 대한 데이터 수기 입력
원료 충진 후 남은 재고품과 장기간 벌크제품
보관실에 보관되는 제품 공유되지 않음
▶ 라벨날인기에서 충진, 포장 수량 자동 집계 -> 데이

터 전산화
▶ 벌크제품에 대한 데이터 전산화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담당자 조회 가능하도록 처리

출하

출하 일자 및 출하 수량 수기 또는 구두 전달에 따른 
오류 발생
▶ 제품 출하 정보(내역) 전산화로 전달에 
  따른 오류 최소화

재고
관리

원료 
관리

연구실에서 원료 사용에 대한 이력이 되지 
않아 원료 재고에 대한 파악 어려움
▶ 원료에 대한 입고/출고 관리로 원료에 
  대한 재고 현황파악 가능하도록 처리

부자재
관리

매번 지면 서류를 확인하여 선입선출하거나 
담당자 기억력에 의존
담당자 외엔 부자재의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
▶ 부자재 유통기한 관리 및 입고 시 위치 
   정보 입력으로 부자재의 현재 위치 표시
▶ BOM 데이터 연동으로 사용재고 수량 
  파악하여 재고 관리

완제품 
관리

완제품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전달을 담당자에 
의존함. 담당자에게 정보가 전달 안되고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자사 완제품 관리 데이터 전산화로 담당자 조회 가

능하도록 처리
▶ 완제품 현황(남은 수량, 위치, 유통기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문서
관리
및

기타

일상
점검

일상점검, 교체일지 등에 공수 과량 투입
▶ 일상점검, 교체일지 등 공정관리에 필요한 점검 문

서 전산화 
▶ 점검문서에 대한 전자서명 처리로 
  전산화하여 공수 감소 및 지면 낭비X

생산
조건 
및 

연구
환경
관리

생산 조건에 관련된 차압, 온도, 습도 데이터를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점검 일지에 기록. 
연구실 작업장, 챔버 온/습도를 수기로 작성, 
일탈 발생 시 시간 확인 불가
▶ 차압, 온도, 습도 데이터 key-In -> 주기별 점검 일

지 기록 
▶ 연구실 작업장, 챔버 온/습도 전산화로 
  일탈 발생 여부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공정별 업무 흐름도는 그림10(마지막 페이지 표시)과 
같다. 연구, 생산, 품질관리, 포장 / 출하 총 4단계로 구
성되는 공정들은 각각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
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각 공정의 개선할 수 있는 프로
세스를 정립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정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표 8. 전체 업무 개선 프로세스 
Table 8. Complete Business Improvement Process

그림 11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링용 모니터
와 바코드 리더기를 비롯한 무선 디바이스 기기를 엣지
PC로 연결하여 설치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1.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공정별 HW 설치사진(참조 
: 텔스타-홈멜) 

Fig. 11. Photo of HW installation by process of Smart 
Factory based on manufacturing data 
(Reference: Telstar-Hom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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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공정별 업무 절차 흐름도(참조 : 텔스타-홈멜) 
Fig. 10. Flowchart of Smart Factory Work Procedures Based on Manufacturing Data(Reference: Telstar-Hommel)

그림 12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바코드 출력기를 포
함한 현황판으로 사용되는 모니터링 디스플레이를 설치
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2.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공정별 HW 설치사진(참조 
: 텔스타-홈멜) 

Fig. 12. Photo of HW installation by process of Smart 
Factory based on manufacturing data 
(Reference: Telstar-Hommel)

그림 13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PLC데이터를 개조
하여 무선 디바이스 장치를 비롯한 모니터링을 하는 디
스플레이를 설치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3. 제조데이터기반 스마트공장 공정별 HW 설치사진(참조 
: 텔스타-홈멜) 

Fig. 13. Photo of HW installation by process of Smart 
Factory based on manufacturing data 
(Reference: Telstar-Hommel)

Ⅴ. 결  론

제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은 기술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¹⁵⁾. 따라서 기술
의 진화에 따른 품질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
별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은 화
장품 제조업 사례로 추가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2021년에는 맞춤형 화장품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디
지털트윈을 활용한 연구, 생산, 품질 시범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LINK5 GMP 플랫폼 기반 맞춤형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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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신규 비지니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는 맞춤형화장품 사업, 성분에서 빅데이터기반 효능중
심 연구 생산 및 LINK5 GMP 모델 라인 등이다.

향후  수평적 데이터의 원료, 부자재 회사등을 LINK5 
GMP에 링크시켜 연구부터 생산 품질까지 즉 PLM부터 
SCM 개념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서 시스템 락인과 신규 
비지니스 클러스터 공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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