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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ICT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부분에 정보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업에서

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화 투자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제조 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정보화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경험과 수기데이터에 의존하여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기데이터로 관리되

고 있는 제조공정에서는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

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중소제조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 대하여, 수기데이터를 수집, 향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제조 맞춤형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도가 큰 일부 공정에 대하

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4M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호기별 불량수량에는 유의

한차이가없었으며, 원자재, 생산수량, 작업자간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용어: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중소제조빅데이터분석, 4M분석

1. 서론

최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제조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적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에 대한 연구는 Kim과 Hong (2014)의 그래프 이론을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비롯하여 전자상거

래, 전자정부, 과학기술, 헬스케어, 제조,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두 빅데이터를 이

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제조분야가 가장 큰 잠재력

을 가진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Noh와 Park, 2014). 그럼에도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제대로 저장 분석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으며, 수기데이터에 의존하여 공정을 관리하고

있는실정으로, 제조빅데이터분석관련연구가절실하게필요한시점이다.

제조분야에서의빅데이터기술활용을위해서는제조장비운영데이터, 운영통합데이터, 고객경험데

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관리를 중심으로 한연구가 대부분이다. 제조분야에 공정

관리분석에대한연구는 Cho와 Yu (2013)의공정능력지수에관한연구, Cho와 Park (2013)의다변량

통합공정관리에 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제조 공정에 빅데이터를

도입적용한사례는극히드물다. 중소제조기업의경우기업내부에관련정보시스템을모두개발해운

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에 성공적인 빅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업의이해와함께중소기업에쉽게적용할수있는맞춤형빅데이터분석시스템이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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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2절에서는 중소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공정에서 수기데이터 중심 공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수기데이터를 수집 전산화하고 4M관점의 중소 제조 맞춤형 분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4절

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함께 현재 수기데이터 중심의 공정관리 문제점과 4M관점의 분석 요구사

항을 도출, 분석방법을 알아보고, 5절에서는 중요도가 큰 일부 공정에 대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요인을분석하고, 4M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

2. 자동차부품 (샤프트) 제조공정

2.1. 자동차용 모터 샤프트 제조공정

자동차용모터샤프트를제조하고있는 A사의제조공정은 Figure 2.1과같다.

Figure 2.1 Manufacture process

CNC선삭-고주파열처리-황삭-세척-렉전조-세척/교정-R연마-사상-초음파세척-스테킹-불량검사로 구

성되는데 전체공정 중 선삭공정이 초기 공정으로 매우 중요하다. 초기 공정의 품질 변동성은 후속공정

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다 큰 비용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CNC 선삭공정은 초기공정으로

공구의 마모 및 파손에 따른 치수 변화요인이 많고 복잡하여, 후 공정에 비해 불량이 높게 파악되고 있

다. 선삭공정에서는 8대의 CNC 장비에 대하여 6명의 작업자가 9개 측정 항목에 대하여 1시간에 한 번

씩 샘플링검사를 수행하고, 이상치가 발견되면 해당시간대의 제품을 전수검사 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되

고 있는데, 전체 공정 중 불량률이 가장 높고 칩말림, 롱칩 생성등 제조 공정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대한개선이시급이요구되고있다.

2.2. 대상업체의 수기데이터 중심 공정관리 문제점

현재 A사 사업장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수기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제조공정의 데이터가 저장,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28종의 공정문서가 수기로 작성되고 있으며, 제조 공정에 대한 통계처리가

되지 않아 문제발생시, 언제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작업자가, 어떠한 설비와 환경에서 생산되었는지 공

정품의 생산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클레임발생시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생산이력 추적 및 조회가 가

능해야 한다. 둘째, 4M 데이터가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불량의 원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정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대응이 불가능하다. 수기데이터에 의존하여 관리하는 공정

관리를 4M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문제 발생 시

즉각적조치및대비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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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산현장의 4M 개요

4M이란 공정을 구성하는 장비류 (Machine: 장비, 금형, 치공구, 검사구 (장비), 시험장비)와 공정에

서의 표준작업 방법 (Method: 작업방법, 검사방법 등), 공정운영자/작업자 (Man), 작업의 Input으로

투입되는자재/부품 (Material)등을의미한다. 제조업에서생산현장은다양한형태의생산방식및경영

환경의 급변 등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산활동자원 (4M)을 실시간으로 수집 디지털화 할 수

없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산현장의 정보화 관점에서 4M은 Table 2.1과

같이구성된다.

Table 2.1 4M in the field

Category Items

Machine
Name of equipment, equipment check items, Equipment replacement item.

Defective equipment item. Equipment settings, and operational data.

Man Operator status, changes in operator.

Material material specifications.

Method
Method of work, method of inspection.

equipment calibration value.

제조현장에서 시시각각 변경되는 생산자원 4M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유무선 센서기술을 활용한 자

동, 반자동 및 수동 형태로 수집된다. PLC등과 같은 제어기기가 있는 경우 센서로부터 PLC와 연결된

실시간 정보수집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가로 정보수집에 필요한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정보수집장치를통하여정보수집이가능하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스템

분석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4M (Machine, Method, Man, Material) 정보를 수기데이터를 기초로 수

집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A사의 자동차 부품 (샤프트) 제조공정 수기데이터 (2014. 09∼12월)

28종에서수집하고전산화작업및데이터를정제하였다 (Figure 3.1).

Figure 3.1 data written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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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구성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분석 모델을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석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ER-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오픈

소스 CentOS release 6.6, Maria DB 5.5 Stable 활용물리적으로구축구현하였으며, 분석 DB가구현

된시스템환경은 Table 3.1과같다.

Table 3.1 System Environment

Category Specification

CPU Intel(R) Core(TM) i3-2120 CPU @ 3.30GHz

MEMORY 8GB

DBMS Maria DB 5.5 Stable

HDD 2TB

OS CentOS release 6.6

데이터 분석을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한 결과 저장을위하여, 설비, 작업방법, 원자재, 작

업자 정보의 기준 정보를 생성 편집 할 수 있도록 4M관점으로 스키마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분석시

스템을구축하였다 (Figure 3.2 ).

Figure 3.2 System architecture

현재 수집된 수기 데이터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4M관점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입력하였고.

향후, 설비 센서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센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Log 테이블을 추가함으로써

확장성을 고려하였고, 설비의 변경, 추가 시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시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

도록스키마를구성하였다 (Figur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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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Database schema

4. 분석방법

4.1.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4M 분석 요구사항 도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장 불량이 많은 공정에서 4M 분석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종합검사

데이터를활용불량수량을살펴보면, 선삭불량이가장많이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수기데이

터 분석결과 Figure 4.1과 같이 선삭공정은 초기공정으로 공구의 마모 및 파손에 따른 치수 변화요인이

많고복잡하여, 후공정에비해불량이높게파악되고있다.

Figure 4.1 Type of de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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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자동반 일일 작업 일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삭공정의 세부 불량유형을 살펴보면 Table 4.1과

같이공구파손으로인한불량, 배면불량, 외경불량, 셋팅불량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Table 4.1 The detail type of defective

Category Count of defective

Tool breakage 2,121

Dorso 2,034

Outside diameter 1,528

Setting 1,335

Ball Height 460

Length 328

G/N 61

수기데이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조공정에서 불량 발생 시 로 바꾸어 주세요.발생 시 불량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 4M관점에서 불량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설비 세팅값, 보정값, 설비운영환

경이 요구되는데, A사의 경우 이러한 항목이 수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관련된 추가데이

터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자 현장 인터뷰 결과 공구파손의 경우 바이트 위치불량, 절삭속도 등이

원인이 되며, 배면불량의 원인은 배면부 칩말림현상, 배면 바이트 파손 등이 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

다.파손 등이 원인이 된다. 칩말림 현상은 절삭속도, 이송속도 등의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

여 수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현재 수집된 수기데이터만 가지고 불량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향후센서를통한추가데이터수집이필요하다.

탐색적 분석을 통하여 불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CNC 선삭공정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구파

손으로인한불량, 배면불량, 외경불량, 셋팅불량등을주요불량유형으로정의하였다.

4.2. 핵심인자 도출

불량의 원인이 되는 핵심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Figure 4.2와 같이 수기데이터를 기초로 불량의 원

인이 되는 것을 4M 요소로 분해하고 로직트리 (Logic Tree)를 작성하였다. 로직트리는 맥킨지 컨설팅

에서 문제해결 및 컨설팅에 사용하는 주요사고 기법으로 이슈를 트리형태로 상위에 개념을 하위의 개념

으로논리적으로분해하는분석기법이다.

Figure 4.2 Logic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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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4M 연계분석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Figure 4.3과 같이 4M관점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분

화하여검토하고,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분석을통하여결과를도출하였다.

Figure 4.3 4M vs Quality

5. 분석결과

4M 데이터는 제조 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불량원인 분석과 품질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시스템에 저장된 4M 데이터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기법을 사용 선삭공정의 불량유형

을 파악하고 불량의 원인이 되는 4M핵심인자를 도출 한 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M관점에서

분석하고결과를도출하였다.

5.1. 작업자 (Man)관점

Table 5.1은작업자관점에서품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볼 때, 작업자 간 불량수량에 대하여 P값이 <0.001로 유의한 차이

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 Tukey 방법으로사후검정을실시하였다.

Table 5.1 Man vs Defective

worker number N Mean Group StDev F P

Man vs Defective

2 73 24.71 A 35.18

11.05 <0.001

4 210 11.81 C 20.08

6 53 21.64 A B 40.41

7 755 11.658 C 14.003

8 866 11.619 C 14.257

13 47 14.23 B C 23.04

Figure 5.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업자 간 불량수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인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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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Man vs Defective

5.2. 설비(Machine)관점

Table 5.2는설비관점에서호기별불량수량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분석한결과이다.

Table 5.2 Machine vs Defective

N Mean StDev F P

Machine vs Defective

1 16 26.06 35.27

0.64 0.720

2 17 24.41 30.55

3 14 35.0 72.3

4 15 21.67 31.95

5 17 12.59 19.91

6 18 22.78 25.53

7 15 14.53 15.53

8 16 16.81 25.47

분석결과 Figure 5.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호기별 불량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볼때호기별불량수량에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Figure 5.2 Machine vs Defective

Table 5.3은설비관점에서호기별세부유형별품질계측치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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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0.05 기준에서볼때설비간계측치변동에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Table 5.3 Machinevs The detail type of measurement

hypothesis P-Value

Machine vs

detail type of

measuremen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length measured CNC unit. 0.972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front end outer diameter measurement CNC Unit. 0.919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m diameter measurement CNC Unit. 0.877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ball height measurement CNC Unit. 0.386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unout measurement CNC Unit. 0.159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m runout measurement CNC Unit. 0.673

설비관점에서 호기별 세부 불량수량 분석결과 Table 5.4 역시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볼 때 설비간 불

량유형에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Table 5.4 Machine vs The detail type of defective

hypothesis P-Value

Machine vs

detail type of

defecti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ool breakage CNC Unit. 0.379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ar surface defect CNC Unit. 0.142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uter diameter of the defect CNC Unit. 0.775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ball height of the defect CNC Unit. 0.599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setting of the defect CNC Unit. 0.963

설비 (Machine)관점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비간 계측치와 불량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3. 원자재 (Materials)관점

Table 5.5는원자재관점에서품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볼 때 P값이 0.011로 원자재간 불량수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분석되어 Tukey 방법으로사후검정을실시하였다.

Table 5.5 Materials vs Defective

N Mean Group StDev F P

Materials vs

Defective

43s04.102 2 4.500 A B 0.707

2.44 0.011

43s04.602 26 36.0 A B 52.1

43s04.801 5 3.800 A B 1.643

44s01.201 10 23.3 A B 37.7

44s01.202 4 74.5 A 42.2

44s01.301 4 7.75 A B 7.50

44s01.302 17 19.12 A B 26.60

44s01.401 20 18.45 A B 28.59

44s01.402 12 4.50 B 7.76

44s01.501 20 11.55 B 12.84

44s02.302 8 31.8 A B 35.8

원자재번호별 불량수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자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수입검사 및 관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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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작업방법 (Method)관점

Table 5.6은 작업방법관점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결과이다. 생산수량 간 불량수량,

잔봉투입수간불량수량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Table 5.6 Method vs The detail type of defective

hypothesis P-Value

Method vs detail

type of defecti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ed quantity defect quantity. 0.031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short-term quantity defect quantity. 0.727

분석결과, 생산수량 간 불량수량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볼 때, P값이 0.031이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잔봉투입수에 따른 불량수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수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중소제조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 대하여, 수기데이터를

수집, 향후 센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제조 맞춤형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도가 큰 일부

공정에 대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저장/분석하였다. 현재 수기데이터 중심의 공정관리

문제점과 4M관점의분석요구사항을도출, 4M관점의데이터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A사의 경우 설비별, 불량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원자재에 따른 불량수

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자재에 대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산수량 간 불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정에 투입되는 생산수량 관리가 필요하고, 작업자 간 불량수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

으므로, 작업자 경험치에 의존한 관리가 배제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작업자에대한체계적인교육과훈련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수기데이터 정보만으로는 4M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정확한 4M 분석을 위해서 수기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는 절삭속도, 이송속도 등의 설비운영데이터,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정보 센싱 및 수집이 요

구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향후 설비 동작의 특성 변화를 감지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한다면 현재 수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

는설비/공정데이터로파악이어려운불량의핵심원인을규명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품질관련 설비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위하여 설비 개선해야 하고, 둘째, 예지보

전에 의한 최적설비관리(부품수명 최대화, 설비정지 최소화)를 위한 분석, 셋째, 설비상태 (가동/비가

동, 고장알람)를자동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Jung과 Jung (2010)의 비파괴 기술을 이용한 발전설비 예측정비 기법 도입과 적용 연구와 Park과

Moon (2014)의사출공정에서의예측정비에관한연구에서예측정비기법들이연구되고있는데, 공정의

설비/ 계측/ 정비 등의 이력 정보와 센싱정보를 활용하면 설비 장애를 일으키는 중요 원인 인자를 도출

이를 이용하여 설비 장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최적 Maintenance 시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관

련된연구가시도되고있으며, 앞으로지속적인추가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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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ecure an important competitive advantage in manufacturing business,

an auto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from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intro-

duced; howev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not met the power of information

in the manufacturing fields. They have been manag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hat

is depending on the operator’s experience and data written by hand, which has limits

to reveal cause of defective goods clearly, in the case of happening of low-grade goods.

In this study, we analyze critical factors which affect the quality of some manufacturing

process in terms of 4M. We also studied the automobile parts processing of the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enterprises controlled with data written by hand so as to

collect the data written by hand and to utilize sensor data in the futur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eference in defective quantity in machines, while raw

materials, production quality and task tracking have significant d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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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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