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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준정보의 

표준화를 다룬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내연기관에서 전기 배터리 구동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제조기업에게 생산성 향상은 생존을 위해 필수가 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품종을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와 품질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관리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 공장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 MES, SCM, POP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서 공급업체의 도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기업의 

특성과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즉, 

실제 업무와 정보시스템의 프로세스 차이에서 데이터의 처리 절차와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원인이 되어 출력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시스템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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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지 않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정보를 결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즉,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ERP의 기준정보를 

알아보고 표준화된 공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기준정보’와 공장 별/시스템 

별 기능특성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Local 기준정보’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또, 신 공장 또는 신 제품 개발단계에서 기준정보를 검토하는 방법을 

절차화 하여 실제 중소기업에서 기준정보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화된 검토를 통해 

정합성 있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고객 요구의 다양화와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제조기술의 변화 속에서 정보시스템 

없이 경쟁력 있는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중소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할 때 기준정보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정보를 잘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기업이 원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어 생산활동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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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1.1 제조업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1)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변화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비대면화, 친환경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위기 영향을 최소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글로벌 

기업의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위기를 겪은 바 있어 

공급망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친환경화가 가속되어 전기, 

수소자동차로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조기술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때 제조업의 혁신이라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세제(Tax)혜택과 규제 완화 등으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맞물려 제조업의 혁신 

모멘텀이 되고 있다. 

 

2) 노동환경의 변화 

 -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기간을 정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고용형태이다.  IMF경제위기 이후 생산체계의 유연화를 위해 도입되어 

법적으로 2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계절적 또는 임시적 업무에 

대해 회사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인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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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그림 1]에서 보듯이 2018년 최저임금은 6,470원 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이후 매년 인상하여 2021년에는 8,720원으로 결정되며 40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이들의 

소비로 경제가 선 순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더 많은 임금을 원하는 

근로자와 더 적은 임금을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임금은 첨예한 대립점이다.   

임금은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해주면서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임금체계는 복잡하고, 연공급여 비율이 높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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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을 검토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독일에서는 직무급을 두어 평가 기준에 숙련도를 

반영하는 등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 사례가 있다. 

 

- 노동시간 문제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등이 

직장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과거 노동관행을 바꾸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고, 일부 IT업종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삶의 질과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점점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작업시간을 더 

높은 생산성으로 혁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 

 

3) 자동차 산업의 변화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의 배터리 구동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동차 조립을 위해 필요한 부품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4) 스마트 팩토리를 둘러싼 표준 전쟁 

표준을 선점한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  스마트 팩토리는 아직 표준화된 

기술이 없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하여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정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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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적극적으로 표준을 선점을 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찾고, 이를 

확산하기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SIEMENS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표준화하여 각 산업에 맞게 

적용하며 확산하고 있다.  SIEMENS는 자사가 만드는 산업용 터번에 센서를 

붙이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들여 이상을 사전에 예지하여 

보전함으로써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SIEMENS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제조업에 적용해서 현장의 모습을 디지털화하여 

시뮬레이션 하고, 이상적인 조건을 구한 후 이를 다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표준화해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확산하고 있다.   

또, GE는 현장의 기계설비에 인터넷을 접목하는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개념을 제시하고 업계 표준을 선점하고자 했다.  내/외부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를 출시하며 산업 

인터넷 운영체제(OS)를 만들었지만 비즈니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확산하는데 실패했다. Predix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PaaS(서비스형 플랫폼)로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GE가 표준화에 실패한 이유는 다른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손잡기 보다는 처음부터 자체 운영체제를 구축하려고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했지만 보유한 기술의 한계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전문IT기업처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지는 못했다.  GE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과 다른 정책이 있다면 먼저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시장을 선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표준을 선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량이 안 된다면 표준에 

맞춰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의 확장성 면에서 표준에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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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시키기 쉽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운영방법, 

제조기술, 자동화기술, 품질기술, 소프트웨어(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기능을 융합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공장의 핵심가치와 가치창출 원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조업이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이루고자 하는 

정량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 ②이를 이루고자 하는 입출력 값을 정의하고, 

③도출된 출력 값의 실행주기 결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1.2 선행연구  

 

1) c-MES 플랫폼 기술 

  2014년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맞춤보급형 제조실행(c-MES) 

플랫폼 기술’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를 개발했다[15]. “맞춤‧보급형 

제조실행(c-MES) 플랫폼기술은 기존의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을 기반으로 모듈화 된 플랫폼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쉽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신속히 보급, 적용 가능한 

플랫폼기술” 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MES의 기능을 

모듈별로 재구성해서 도입하는 기업의 유형, 수준에 맞게 적용하고자 했다.  

즉, 기준정보, 자재/설비, 작업관리, 구매관리, 영업관리,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실적관리, 품질관리 모듈로 구분하고, 각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한 후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개발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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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화를 검토했다.   

 

2) 선행기술의 한계 

c-MES 플랫폼 연구에서는 MES의 기능을 분류하여 모듈화 제안하고, 

개발한 과정과 결과를 연구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MES나 SCM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c-MES 플랫폼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후 안정화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정보시스템이 

개발업체의 기성 소프트웨어에 맞추어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S/W는 국외의 

상위수준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레거시 시스템의 H/W 문제로 데이터의 취득 및 분석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여 시스템의 적용 및 활용이 제한적이고, 기업 CEO의 인식의 

변화가 아직 미흡하여 불량 및 생산성에 대하여 단기 대응식 접근을 하고 

있어 새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기준정보의 표준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가 

중소기업에 MES를 구축할 때 많은 시간을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이 

고객의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보시스템으로 일치화 시키는 PI(Process Innovation)활동이 부족해서 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준정보를 제안한다.  또, 

기업의 핵심정보인 기준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를 제안함으로써 개발업체 

주도의 정보시스템 도입이 아닌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렇게 표준 기준정보를 정립함으로써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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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이라도 표준에 맞게 업무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장이 쉽고, 기업이 성장에 따라 정보의 양이 많아져도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의 필요성 

 

근래 제조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있다.  환경파괴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화, 친환경화, 비대면화를 제조기업에게 요구하고 

있고, 비정규직문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인 변화는 

기업에게 생존을 위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탈 내연기관화는 제품과 공정이 단순화되어 기술개발과 제조기술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제품의 개발과정에 반영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다품종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라인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정보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발전으로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과정의 자동화를 넘어 제품의 개발과정과 가치사슬 전체의 과정을 

디지털화 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해 기업은 이루고자 하는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기준정보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17 

관리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활동과 유사하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시설을 우선 구축하듯 

공장을 스마트화 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MES, SCM, ERP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구축시 최우선 고려해야 할 정보가 기준정보이다.  기준정보는 

정보시스템에서 업무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며, 기업의 

업무프로세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보이다.   

표준을 선점하여 규모의 경쟁을 통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이 많이 생겼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SAP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분야에서 모든 레거시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범용성과 모든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적용가능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  이에 비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는 범위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다.  국제 MES협회(MESA International)에서 MES의 

기본기능을 11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구축하는 기업의 환경에 따라 

개발업체의 개발 방법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고 있다.  SCM(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 관리)은 마이클 포터의 확장된 가치사슬 개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예측, 분석하고 구매 과정을 관리하고, 공급기업들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분야로 발전하며 구축기업의 환경에 따라 개발업체의 

개발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정보를 마련하는 것 중요하다.  기준정보를 표준화하여 기업이 

정합성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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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ERP등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추가, 확장이 용이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제조기술을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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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조업의 정보시스템 

 

 

2.1 스마트 팩토리 개념 

근래 기업활동은 큰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제4차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기계화, 자동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되었다. 

Klaus Schwap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 (breath & depth), 시스템적 충격(system 

impact)의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근본적으로 그 

궤를 달리한다” 라고 했다 [1]. 

 

[그림 2]  산업혁명의 변천 

 

[그림 2]에서 설명하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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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 인터넷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었다면 이번 4차 

산업혁명은 IOT/CPS/빅데이터 기반의 지능 정보기술로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융합되면서 파괴적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과거의 

공장자동화나 업무 효율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번 제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은 과거의 공장자동화나 업무 효율화 개념을 넘어 

제품기획, 생산과정, 판매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과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능화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도입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자 

경쟁전략이 되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 

① 자동화 

제조과정의 기계화, 자동화 개념을 넘어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검사, 

판매에 이르는 전체 과정의 자동화를 추구  

② 지능화 

공장내 생산 과정 외 가치사슬(Value Chain)(Supply Chain) 전체의 

과정을 디지털 화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능화 추구. 

③ 유연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 

위한 Mass customization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모듈화와 생산라인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통합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품종 생산과 

최적화 생산이 가능하다. 



 

 21 

 

 

 

[그림 3]  스마트 팩토리 운영시스템 프레임 워크 

 

[그림 3]의 스마트 팩토리 프레임 워크를 보면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과정과 가치사슬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제조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CPS, 클라우드, 3D프린팅, 빅데이터, 

스마트 센서, IOT 등의 기반기술로 실시간 집계, 분석, 모니터링 하고,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상발생에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핵심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기준정보를 

결정하고 관리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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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스마트팩토리 표준화 동향 

 

정부가 바라보는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내의 생산과정과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지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적인 산업의 고도화와 지능화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에 속한 각 주체들이 다 같이 지능화의 수준을 높여야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표준화는 가치사슬 

당사자들 간 정보 생산, 정보 조직화, 정보 교환, 정보 가공 등을 최적으로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제조공정의 구성요소들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생산과정과 기획, 영업, 인력관리 등 경영에 이르기까지 정보 

교환의 주체들 간에 표준화된 형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이에 대해 매우 

많은 표준들이 존재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표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3]. 

 

 

[그림 4]  스마트 팩토리 개념도 (출처: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그림 4]에서 설명하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현장(Shop floor)에서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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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상공간에서 구현하고,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는 결과를 현장으로 

다시 피드백하여 최적화하는 기술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 표준 모델 [3] 

 

[그림 5]의 스마트 팩토리 운영시스템 표준 모델에서는 공장의 정보시스템이 

공장내 생산운영과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최적화,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지원 

외에 제품 수명주기동안의 연구개발 활동, 제품의 사용 후 재활용, 폐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생산활동 전반에 대해 관리할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산활동 전반에 대해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상공간에서 최적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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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운영에 관한 체계화된 검토없이 개발업체 주관으로 기준정보를 

검토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OPEN후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맞지 

않고, 기업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출력되는 결과가 실제와 

다른 값이 나오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이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 정보인 

기준정보의 표준화에 대해 다룬다.  글로벌 업무 표준이라는 ERP기준으로 

기준정보를 표준화하여 시스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기준정보를 

정합성있게 관리하여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업에서 신규 공장을 준비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준비 할 때 

기준정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표준화하여 기업의 목적과 제조공정의 특성에 

맞는 기준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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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정보시스템과 기능 

다양한 고객 요구를 만족시켜 다품종의 제품을 품질을 확보하며 적기에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고객 수요 접수부터 출하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복잡한 가치사슬의 전체를 관리하고, 많은 종류의 자재와 재고를 

관리하여 생산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영에서 정보시스템 없이는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시스템은 중요해졌다.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통상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6]  제조업의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기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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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usiness Intelligence) : 경영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분석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기업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MRP(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 고객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의 생산수량과 일정을 관리하여 필요한 자재의 소요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활동의 효율화를 지원. 

-SCM(Supply Chain Management) :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기 위해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재고관리, 

발주, 입고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시스템. (공급망을 실시간 

관리하여 채찍효과를 줄일 수 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고객의 

납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작업지시, 실적을 처리, 재고를 관리하고,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분석 

-POP system (Point Of Production) : 현장설비와 I/F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지시에 맞게 작업상황을 통제하는 시스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 재고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입고, 적재, 재고관리, 출고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2.3.1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는  정보의 통합을 통한 “전사적 자원 계획”이다.  197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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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MRP :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1980년대의 

제조자원계획(MRPII 또는 MRP: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정보의 통합을 통해 자원을 최적화 하기위한 시스템으로 

생산활동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ERP는 회사내 업무 전체 (고객사, 

공급사 등 공급 체계(Supply Chain)와 사내 기능업무(설계, 영업, 생산계획, 

자재관리, 생산실적처리, 원가회계 등)를 동시에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이다.  의사결정 중에서 특히 제조업의 경영활동 과정을 

표준원가로 추정하고, 실제 생산활동의 결과를 실제원가로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ERP시스템의 재고이동에 따른 원가계산 구조 

 

[그림 7]에서는 ERP시스템에서 재고이동을 원가로 계산하고 계정을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MES시스템 등 레거시(Legacy)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재고이동을 가치로 변환하여 계정으로 할당함으로써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다.  

재고이동 발생시 MES는 현장에서 재고이동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ERP에서는 재고이동에 따른 이동유형(입고, 이동, 출고, 환원, 목적별 

이동유형 등)과 재고의 평가클래스(원/부자재, 재공품, 제품, 상품)를 

결정함으로써 비용 계정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또, 산업군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시스템을 구성하여 개방화된 시스템이다. 즉, ERP시스템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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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높은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공유와 파라메터의 조정을 통해서 통합성을 확보하고, 모듈화를 통해서 모듈간, 

다른 레거시 시스템간 연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프로세스 중심의 ERP 구축 방법론에서는 ERP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 

가. 많은 ERP시스템이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기능 중심 이유: 과거에 

기업들이 외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는 특정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요구했기 때문) -> SAP R/3는 데이터의 공유와 파라메터의 

조정을 통해서 통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 ERP시스템의 모듈들은 다양한 제품 라인과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높은 복잡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 ERP시스템들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별 요구사항에 맞게 ERP시스템의 

기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방법 : ERP시스템의 변화에 필요한 

파라메터들을 선택하고 조정) 

라. ERP는 모듈화(Modularization)와 User exit를 통해 유연성을 갖게 된다. 

또, , User Exit의 정의를 통해서 ERP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기존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2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1) MES의 개념 

MES(제조실행시스템)는 1990년 초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시에 소재한 

컨설팅 회사 AMR(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미국 보스턴 소재 

컨설팅회사)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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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MES협회인 MESA International에서는 MES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deliver information that enables 

the optimiza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from order launch to finished 

goods.”  (MES는 발주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그림 8]  MES function model (MESA, 1997) 

 

[그림 8] MESA에서 정의하는 MES의 표준기능은 다음과 같다. 

2) MES의 표준기능  

가) 자원할당과 상태 관리 (Resource Allocation & Status) 

-자원(4M)의 이력과 상태를 제공해 작업에 적절히 할당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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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과 상세 일정 관리 (Operations/Detailed Scheduling)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작업장별 

작업지시 

다) 생산 단위 분배(Dispatching Production Units) 

-작업지시, 작업단위(lot), 일괄작업(batch) 등과 같이 생산단위의 

흐름을 관리하여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작업과 실시간 순서를 

보여준다. 

라) 문서 제어(Document Control) 

-작업방법(표준작업), 작업순서(작업지시), 변경내용, 의사소통을 

제공 

마) 데이터 집계와 취득(Data Collection Acquisition) 

-작업장별 수집해야 할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 데이터 들을 

인터페이스 

바) 근로 관리(Labor Management) 

-작업자의 상태와 이력을 제공하여 최적의 자원 할당 

사) 품질 관리(Quality Management) 

-작업장, 설비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데이터를 수집하여 

품질 정보 형태(관리도, 공정능력 등)로 보여줌 

-공정의 정상과 이상을 판단하여 통계적 공정관리를 실현 

아) 공정 관리(Process Management) 

-작업에 필요한 진도관리(페이스메이커), 품질관리(인터록, 

품질작업의 정상/비정상)을 제공 

-작업장의 가동, 비가동 상태를 보여주고, 필요시 경보를 주어 

주의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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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지보수 관리(Maintenance Management) 

-설비의 예방적 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을 관리 

차) 생산추적과 이력(Product Tracking and Genealogy)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작업장별 생산중인 제품과 부품의 

로트를 추적하여 생산이력 관리함 

-변경점을 관리하여 이상발생시 통제 범위를 결정함 

카) 실행 분석(Performance Analysis) 

-생산공정의 주요 성과지표를 관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 

-자원 가용성, 생산성 성과, 진도 성과, 품질 성과 등을 지표로 

보여줌 

 

2.3.3 SCM (Supply Chain Management) 

1) SCM의 개념 

1985년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가 정립한 가치사슬(Supply 

chain)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이윤이 창출되는 과정을 주활동(Primary 

Activities)와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로 구분하였다.  자재를 

투입(Inbound Logistics)해서 생산(Operation), 출하(Outbound Logistics), 

마케팅과 영업(Marketing&Sales), 서비스활동(Service) 등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 활동인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기업 

인프라(Firm Infrastructure),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구매활동(Procurement) 등의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가치를 만든다.  [그림 

9]는 마이클 포터의 SCM개념으로 기업이 주활동과 지원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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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Value chain) 모형 

 

이때 가치사슬을 촘촘히 연결하여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즉, SCM은 수요의 

왜곡(채찍효과)과 리드타임을 줄이고, 수요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채찍효과(Bullwhip Effect)란 고객 수요의 작은 변화가 공급망을 

거치면서 점차 크게 부풀려져 수요의 왜곡이 점차 확산된다는 의미로 이러한 

채찍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체 관점에서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의 공급 리드타임을 줄이고, 공급체인간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 SCM의 기능 

가) 수요/공급 계획 (Supply Chain Planning, SCP) 

-고객 요구 수요를 집계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분배한다.  

나) 구매실행(Supply Chain Execution, SCE) 

-공급사슬의 프로세스 실행 

-자재의 구매, 입고검사, 보관 및 불출, 생산, 배송,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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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인증과 평가, 공급사 계약, 지불관리, 구매품질 관리 

다) 협업(Collaboration) 

-공급사슬 기업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업을 지원 

라) 공급사슬 인텔리전스 (Supply Chain Intelligence, SCI)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 최적화, 수요계획, 품질관리 의사결정 지원 

 

 

2.4 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 문제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또, 기업활동을 최적화하여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업무를 프로세스화 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과 관리자원의 한계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가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정보시스템 도입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전략 부재: 공장관리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공장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전체 체계 설계 곤란 (도입 순서, 도입시기, 도입 방법) 

2)도입할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 (사례: 금형 제작업체에서 MTS기반의 

MES시스템 구축) 

3)업무 프로세스 불명확 → 정보시스템 도입단계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특성이 시스템에 반영 안됨  

4)정보시스템을 관리할 IT인력 부재/부족 → AS기간 이후 변경 관리 

안되어 시스템 활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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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준정보 관리 문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정보시스템들은 시스템 간에 다양하게 

인터페이스 하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들은 체계적,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구축하여 

복잡성이 매우 높고, 데이터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정보시스템 도입 시 공급업체에서 주도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현업 업무 프로세스와 차이가 

발생하고, 기준정보가 분산 관리되어서 정보시스템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도입된 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기 

전에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준정보를 정의하는 일은 기업의 목표에 맞게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체계를 개편하고, 

기준정보를 다시 통합하기 위해 PI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10]  PI(Process Innovation)활동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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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에서 보듯 PI활동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As-Is분석 단계로서 임원/현업 인터뷰를 통해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를 분석한다. 

2단계는 To-Be정의 단계로서 As-Is분석을 바탕으로 타사 사례를 탐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는다. 

3단계는 To-Be설계 단계는 기준정보를 결정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정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To-Be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하는 단계로서 To-be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관리할 KPI와 

Goal을 정한다.  또, To-Be프로세스를 설계하며 기준정보를 선정하고, 

기준정보 코드 체계를 설계한다. 즉, PI활동은 제조업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기 위해 To-Be정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량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To-Be설계단계에서 이를 이루고자 하는 입출력 값을 

정의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 분석 없이 공급업체의 도움 

만으로 기준정보를 결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기준정보의 실패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나열하였다. 

1) 기준정보 관리 실패로 발생하는 문제들 

- 납기지연: 고객 수주가 생산계획으로 연결되지 않아 결품 발생  

- 재고차이: 현장의 실물재고와 전산 재고 차이 발생 

- 과 재고 : 불필요한 재고를 쌓아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 생산 지연: 작업장 간에 스케쥴링이 맞지 않아 시간차 결품이 발생 

- 자재수급 지연: 발주량이 맞지 않아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부족 

- 사급관리 문제 : 사급 불출량과 반입량이 검증 안됨 

- 마감 지연 :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원인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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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1]은 기준정보 관리실패 원인을 나열해 보았다. 

 

[표 1]  기준정보 관리 실패 사례 

 

 

기준정보는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핵심정보이다.  

BOM의 오류나 정보시스템간 이중 관리는 기준정보의 불일치를 발생시켜 

데이터의 조정에 계속적인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또, 변경 업데이트가 

누락되고, 기준정보의 관리 R&R이 불명확하면 데이터의 누락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어 시스템 기능을 사용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준정보의 오류와 누락, 검증 부족은 데이터의 조정에 많은 

노력을 추가로 소모하게 만들고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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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준정보 표준화 

 

제조 과정은 투입-변환-산출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유기체이다.  생산하는 제품과 공정이 다양하지만 제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상당부분 표준화되어 있어 기준정보를 일정부분 표준화 

할 수 있다.   ERP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ERP는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통합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경을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ERP 기준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정보를 표준화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기준정보와 공장 별, 시스템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는 Local기준정보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그리고, 기준정보를 

생성, 유지 관리하여 정합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한다. 

 

3.1 기준정보(Master data)의 개념 

기준정보는 기업의 다양한 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동일한 코드로 

처리(Transaction)되고, 집계(Aggregation), 분석(Analysis)되는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정보가 정보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며, 여러 

정보시스템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되어 현장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기준정보는 제품 설계, 공정 설계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나, 제품이나 공정의 변경에 따라서 양산 이 후 에도 

자주 변경된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공정은 점차 복잡해지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기업의 개선활동(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을 통해 많은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준정보의 정합성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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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기준정보가 정합성이 없으면 기준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데이터나 정보도 신뢰할 수 없어 점차 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효율적인 공장 관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기에 적정량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많은 부품의 재고가 관리되어야 하고, 적정량이 

발주되어 적기에 입고되어야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작업장별 스케쥴링이 정확해야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고객의 계획 변경에도 생산라인의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기준정보는 고객 수주부터 재고관리, 자재발주, 

생산계획수립, 생산 진도관리, 고객 납품까지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며, 이후 

활동 별 평가(생산효율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자원관리)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다   

 

3.2 기준정보 표준화 

기업에서 제조과정 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체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업무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보인 기준정보를 표준화하고, 

한 곳에서 통합해서 일원화 관리하면 기준정보의 유지관리가 쉽고, 출력되는 

정보가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성장이나 필요에 따라 다른 기능의 정보시스템으로 확장이 쉽고,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의 확장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기준정보를 표준화하려고 한다 

- 확장성 : 조직의 변경과 정보시스템 기능 확대 고려 

- 통합성 : 기준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기준정보 관리 절차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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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조직구조 

조직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은 조직구조를 가진다. 

ERP시스템은 업무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제의 

업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때문에 정보시스템에도 

조직구조를 두어 조직간 구분 관리할 수 있고, 조직의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확장과 시스템 간의 연결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림 11]에서는 ERP, MES, SCM 등 정보시스템별 조직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림 11]  정보시스템의 조직 구조 

 

ERP는 사업부와 법인 단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단위, 

회계영역, 회사코드, 공장(Plant)등으로 조직하였다.  MES, MRP, SCM 등 

공장단위의 정보시스템은 공장(Plant)의 확장과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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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에 따라 공장간 구분 관리하기 위해, 회사코드와 공장(Plant)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즉, 조직구조는 시스템의 관리 범위에 맞게 조직을 구성해서 수익성과 비용, 

재고를 관리한다.  

가) 경영단위 :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를 정의 

나) 회계영역 : 비용관리 및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조직 단위 

-비용계획 수립, 표준원가, 실제원가 계산 

다) 회사코드 : 독립적인 재무제표 산출 단위 

라) 공장(Plant) : 물류 조직 단위  

-영업, 생산, 구매, 설비관리, 자재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 

-기준정보의 유지보수 단위 

-공장단위에서 MRP수행 

마) 저장위치 : 재고가 저장되고, 입출고가 일어나는 조직 단위 

-재고실사가 수행되는 조직 단위이며 재고 수량이 관리되는 단위 

-자재 유형별(제품, 상품, 원/부자재...), 재고관리 R&R 고려하여 

구성 

-자재창고, 입고창고, 재공창고, 제품창고, 출하창고, 부적합창고... 

바) 출하지점 : 출하와 관련한 품목, 출하단위, 분석 목적으로 사용 

 

3.2.2 표준 기준정보 

ERP는 회사의 정보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구축 과정에 글로벌 기업의 성공사례를 프로세스로 

표준화해서 ‘글로벌 업무 표준’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ERP에서 

인터페이스 하는 정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업의 핵심정보로서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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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보시스템 구축 시 ERP를 고려한 기준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조기에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 구축 시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ERP를 

고려함으로써 표준에 맞게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향후 다른 

정보시스템을 추가하거나 생산관리체계를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기술을 

확장하기 쉽다. 

  

 

[그림 12]  기준정보 표준화 방법 

 

[그림 12]에서는 기준정보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조업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ERP의 기준정보를 이 업무프로세스에 

적용해서 현업의 업무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때 제조업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되는 핵심정보를 표준 

기준정보로 정의하고, 공장 별, 정보시스템 별 특성에 따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는 정보를 Local 기준정보로 정의했다. 이렇게 정의된 표준 기준정보와 

Local 기준정보를 각각의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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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그림 13]  업무프로세스에 활용되는 표준 기준정보 

 

[그림 13] 일반적인 제조업의 업무프로세스에 ERP의 기준정보를 적용해 

보았다.  제조업의 일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고객의 수요를 받아서 

적기에 납품하기 위한 당사의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ERP에서 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SD(Sales & Distribution, 영업판매), MM(Material Management, 

구매 자재), PP(Production Planning, 생산관리) 모듈로 구분한다.  또, 

이러한 SD, MM, PP모듈의 활동의 결과를 관리하는 CO(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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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 FI(Financial, 재무회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 

데이터들이 ERP에서 집계되고, 처리된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정보를 표준 기준정보로 분류하고, 이 표준 기준정보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변경이 발생시에도 각 시스템의 정합성이 관리되어야 

한다.  그 외 Local 기준정보는 각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그림 14]  표준기준정보와 Local 기준정보 

 

[그림14]에서 표준기준정보와 Local 기준정보를 구분하였다. 

- 표준 기준정보는 기업내 표준으로 관리하는 핵심기준정보로서 시스템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 Local 기준정보는 공장과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도록 공장 별 정보시스템 별로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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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표준기준정보 

 

[그림 15]와 같이 표준기준정보를 생산관리(PP), 구매/자재(MM), 

영업/물류(SD)등 모듈 별 기준정보로 구분해서 보면 각 기준정보의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관리 기준정보 

1) BOM 

-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들의 상호 구성관계 

-자재 소요량을 산출하고, 공정별 기준 소요량 대비 실제 소요량을 

비교하여 수불 관리하며 제품 표준원가를 계산하는 제품의 구성 정보 

2) 작업장(Work center) 

-생산계획, 작업지시, 실적처리 등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작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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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업장별로 원가취합처(Cost Center)를 가지며, 이 원가취합처(Cost 

Center)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이 집계. 

3) Routing(공정정보) 

-생산품을 만드는 작업순서 

-생산계획 수립 시 작업시간 계산의 정보 제공 

4) 생산버전 

-BOM과 Routing의 조합으로 생산계획수립시 BOM을 전개하여 

작업장별로 생산 계획량을 부하 

5) 비가동 코드 

-생산활동시 발생하는 비가동을 집계하여 생산성 분석에 사용  

-대분류/중분류는 공장 별, 법인 별 비교하여 생산성을 비교 분석 

-소분류는 공장 별 특성에 맞게 설정해서 개선의 기회를 만듦 

6) 불량 코드 

-생산활동 중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검사(입고검사, 

공정검사, 순회검사, 출하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상황에 대한 

유형 

-대분류/중분류는 법인 별, 모델 별 비교해서 품질 개선의 우선순위를 

판단 

-소분류는 공장 별, 제품별 특성에 맞게 설정해서 개선 

7) 검사항목/검사유형 

-품목별 검사 방법을 정의 

-검사항목 :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된 항목 또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관리기준서에 기록하고 검사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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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를 정하여 관리하는 항목 (ex: 폭, 길이, 직진도, 동심도, 

작동력, 조작력, 외관…) 

-검사유형 :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 관리 수준을 

감안하여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 등 검사주기 설정 

 

나. 구매/자재 기준정보 

1) 자재마스터 

-일반 자재(부자재, 생산저장품)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재고관리가 필요한 자재에 대해 발주 및 수불 관리에 사용됨 

-업무 영역별 업무 흐름을 제어하거나 지원, 재고별 계정을 결정 

2) 공급업체마스터 

-자재 구매발주에 사용되는 업체 마스터,  공급업체 정보를 관리 

3) 구매단가마스터 

-구매단가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마스터 데이터 

-자재 발주 시 자동으로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 

4) 공급처 리스트 

-자재 별 구매 가능한 협력사 정보를 관리하는 마스터 

-MRP수행시 업체를 지정, 발주 가능한 협력사를 제한하기 위한 용도 

5) 창고마스터 

-재고를 관리하는 영역을 구분관리하고, 실적처리에 따라 창고간 재고 

이동 발생 

-입고대기창고, 자재창고, 재공창고, 제품창고, 검사창고, 부적합 창고, 

출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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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물류 기준정보 

1) 고객 마스터 

-고객 및 고객에 대한 판매 정보를 관리 

-주문, 출하, 마감시 납품처, 지급처 코드로 활용 

2) 물류 마스터 

-운반비 정산을 위한 기준 정보로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납입/용역 차량의 물류 운송관련 운송비 

-월 물류비 마감 시 활용하기 위한 정보 

3) 고객 품번 마스터 

-고객이 관리하는 자재 코드와 당사가 관리하는 자재코드를 매핑하여 

-고객 발주에 따른 당사 납품계획 수립, 

-마감 시 고객 마스터의 정산 기준 정보에 따라 당사의 실적 기준 

매출 처리 또는 고객에게 입고기준 매출 처리함  

4) 거래처별 단가 마스터 

-고객과 거래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포함하는 기준정보 

-판매오더 생성시 해당일의 단가 마스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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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준정보 정의 절차 

 

기업에서는 신규 제품 또는 신규 공정을 개발 시 단계별로 해야 할 업무를 

정하고 업무 완료 기간과 책임을 정해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로 명시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준정보를 결정하는 업무를 절차화 하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화 하게 되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보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정보의 신뢰를 높여 기업이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림 16]에서는 생산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6]  생산준비 과정 

 

생산준비 과정은 일반적으로 생산기술부서에서 공정설계 과정을 통해 

4M(설비, 공법, 자재, 작업자)이 정의되고 제품과 공정이 개발과정을 거치며 

품질과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비용/인원 등 자원의 

한계로 개발업체를 통해 검토가 되다 보니 기업의 전략과 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장기획, 설계 단계부터 

정보시스템과 기준정보의 표준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화 하여 



 

 49 

관리하도록 제안한다. 

 

 

[그림 17]  생산준비 과정의 기준정보 적용 방법 

 

[그림 17]에서 생산준비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기획하고, 기준정보를 

결정해서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품 설계단계에서 제품 

도면이 확정되면 E-BOM이 만들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공정을 구상하여 

공정설계단계에서 M-BOM을 만들 수 있다.  또, 공장의 공간적 배치(Lay-

out)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저장위치(창고), 출하장의 종류와 크기, 위치를 

결정해서 공장 Lay-out도면에 반영하고 제품/반제품의 공장내 물류를 설계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기준정보를 결정하고, 

통합관리해야 할 표준기준정보와 시스템 별, 공장 별 별도 관리하는 Local 

기준정보로 분류하고, 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양산 전에는 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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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해서 출력되는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부문별 목표와 관리 한계를 

정해 관리방법을 결정한다.  또, 정보시스템의 다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로 

하기 위해 자재발주, 작업지시, 출하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백업 

대책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대비하는 

활동을 계획한다.  양산 초기에는 정보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고,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찾아 보완하여 사용자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검증해야 한다. 

 

[표 2] 기준정보 정의 프로세스 

 

[표 2]에서 기준정보를 정의하는 절차와 활동내용, 주관하는 기능부서와 

완료되어야 하는 일정을 제안하였다. 

1) E-BOM 생성 

-개발단계에서 양산할 제품의 제품 설계를 1차 확정하고 E-BOM 

생성 (제품 구성 체계, 품목정보,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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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OM 생성 

-내작(Made in Plant) 품목에 대한 공정(작업장)을 결정 

-공정 반제품 품목을 생성 (후처리 공정 등 반제품의 품번 생성) 

3) 품목정보(자재마스터) 생성 

-구매자재의 생산플랜트, 자재유형(제품, 반제품, 원자재, 부자재), 

조달유형(내/외작 구분) 

4) 공정정보 등록 

-생산기술부서에서 결정한 내/외작 결정을 바탕으로 제품, 반제품에 

대해 플랜트, 작업장, Routing 정보 및 비가동과 불량 코드 등록  

5) 구매정보 등록 

-자재 발주 및 수불관리에 사용할 자재 마스터와 공급업체 정보, 

재고관리에 사용할 저장위치(창고) 구분 정보 등록 

6) 영업정보 등록 

-고객마스터와 고객으로부터 수주 받는 정보인 고객수주 마스터, 

운송비를 관리할 마스터, 출하위치를 정하여 출하장을 등록 

7) 표준원가 추정 

-품목정보, 공정정보, 구매정보를 통해서 직/간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여 표준원가를 추정 

-양산 이후 생산계획, 자재구매, 생산활동, 출하를 통해 집계되는 

정보로 실제 원가 산출해서 표준원가와 비교 분석 

 

  



 

 52 

제 4 장 결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장을 스마트화를 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활동과 유사하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시설을 우선 구축하듯 공장을 스마트화 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MES, SCM, ERP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진 도시와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을 

필요할 때 마다 추가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편의성과 유지관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업에서 공장을 기획할 때 정보시스템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계속해서 정합성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과 기준정보의 관리 절차가 공장 기획단계부터 함께 검토되고 

절차화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를 제안하였다.  즉, 글로벌 표준인 

ERP를 바탕으로 기준정보를 표준화해서 제안하고, 생산준비 과정에서 

정보시스템과 기준정보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조직이나 기능의 추가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때 기준정보를 처음부터 새로 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  또,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정보를 결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또, 스마트팩토리 확산을 위해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으로 MES가 

중소기업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이때, 제조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업무프로세스와 표준 기준정보를 활용해서 MES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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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논문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실제 

구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실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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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study the standardization of Master-data, which must be 

preceded by a systematic smart factory drive.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is becoming very important 

for companies to survive due to soci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the industry 

due to COVID19,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 addition, efforts are 

constantly needed to optimize production management activities to quickly and 

accurately respond to the delivery times and quality required by customers 

and efficiently produce them at a minimum cost to satisfy consumer needs.  

To cope with these changes, many companies are considering building smart 

factories, and as a result, they want to establish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ith MES, SCM, and POP systems to digitize their factorie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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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ack the manpower to manage 

information systems and their work processes are not structured.  Therefore, 

even if a system is built with the help of an IT company,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cannot be utilized because i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and its business processes.  Eventually, procedures and data 

accuracy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information 

system work processes make the output information unreliable and eventually 

the system becomes obsolete.  To eliminate this inefficiency, we study how 

to determine the Master-data and how to manage it consistently.  Therefore, 

the Master data of ERP, which is a global standard, is identified and proposed 

separately into 'Standard Master-data' that can be used for standardized plant 

operations and 'Local Master-data' that can be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lant/system.  In addition, I propose to 

procedurally review Master-data in a new factory or new product 

development phase so that a consistent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can 

be built and maintained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Master-data and 

information systems in re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mid the diversification of customer demands, constant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changes in manufacturing technology, it has become 

impossible to engage in competitive production activities without information 

systems.  It is hoped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ll be able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ystem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Master-data 

when focusing on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introduction, Master-data must be well determined 



 

 58 

and managed to optimize production activities and build information systems 

that help companies make decisions by obtaining reliable information they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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