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스마트한 공장 환경에서 실현되는 품질:

2017 제조산업 비전 연구
제조업체들이 운영상황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품질보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2022년까지 제조산업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1/3
이상이 2022년까지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된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역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배

가시성

운영 전반의 가시성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응답함

 

 

46%
공정진행품

단계별 점검과정인 스테이지
게이트(stage gate)를

10개 이상 운영할 계획임

 

23%

유연성

변동성이 큰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유연성을 언급함

 

50%

성장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88%

 

44%

증가하는 관심사

공급업체 품질이
문제라고 지적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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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Technologies는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자동차, 하이테크, 식음료, 담배, 제약 회사에 근무하는 1,1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공장에서 기술을 채택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ebra의 2017 제조산업 비전 연구

부상하는 신기술

48%
  

RFID를 사용할
계획임

 
55%

  

RTLS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됨

제조산업의 5년 전망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업계 현황 IIoT의 중요성 증가

 

 

 

 

품질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총 생산/처리량 증대

변동성이 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제품 다양성 증가

기업 전반에 대한 가시성 향상

생산 비용 절감

성장 주도 및 재무 성과 개선을 위한 최고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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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 Bernard. “What Everyone Must Know About Industry 4.0.”(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Forbes. Forbes Magazine, 2016년 6월 20일. Web. 2017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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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지 않은 과거부터 이미 제조업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인건비, 간접비, 

공급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객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모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래 

지향적인 기업에서는 품질 중심의 철학을 수용하고 

있으며 성장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활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에서는 품질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화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 

환경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제조 공정의 더 

많은 단계에서 품질 체크포인트 및 자동화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립된 후에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점을 찾는 과정은 생산 속도를 

저하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가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전 세계 제조업계는 공장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급망 이행을 포함하는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제조업체는 품질을 개선하고 

탁월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라는 거대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무엇보다 

제품 다양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BOM(Bill of Material)으로 인해 고품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 환경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투자수익(ROI)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성과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결함이 있거나 

표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폐기, 재작업, 반품, 결함 등 저품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객 불만 사항뿐 아니라 고객 신뢰 감소나 궁극적인 브랜드 충성도 

상실 등 저품질 제품은 회사의 명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오류 없는 제품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는 공장 운영에 점진적으로 

꾸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된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과 스마트 공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RFID,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자동 

시스템 및 기타 부상하는 신기술을 조합해 사용하여 공장의 실제 

공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기업은 분산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상품, 자산, 공정, 현장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과 전체 공급망에서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에 즉각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생산 

공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통해 공급업체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보유 재고를 낮추고 장애가 

발생하는 지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50%가 

변동성이 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고의 

비즈니스 성장 전략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 공정에 대한 가시성 증가, 배송 및 입고 시간 

단축, 장애 발생 지점의 신속한 파악, 네트워크에 연결된 운영 전반에 

대한 싶도 깊은 통찰력 확보 등 이미 데이터 연결의 실질적인 이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6/06/20/what-everyone-must-know-about-industry-4-0/#60b6aee47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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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IIoT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 센서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없음

 

일부 데이터가 캡처되고 있지만 시스템 또는 
직원과 연결되지 않음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가 캡처되고 있지만
동떨어져 있음

생산, 공급망 및 작업자에 대한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됨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에 대한 기대치

IIOT 채택의 장애

기술 복잡성

IT 리소스

46%

45%

44%

41%

보안 문제

예산

8% 6%

53% 
유럽

63% 
북미

77% 
아태지역

64% 
남미

지역별 분포

21% 11%

27% 19%

43% 64%

IIoT의 핵심은 기업이 데이터를 캡처하고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재고 요구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공장 

관리자와 공급업체가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운영 성능을 높여주는 전계 없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응답자의 27%가 생산, 공급망 및 작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사일로에 남아 있어서 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경이면 이 수치가 오히려 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산, 재고, 장비를 연결하는 기술은 IIoT 퍼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조업체는 공급망을 포함하여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된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장에서 

전체 공급망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IIoT가 제공하는 이점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1/3 이상이 2022년까지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된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당면과제
제조 및 전체 공급망에서 완벽한 가시성을 달성하는 것은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러한 기능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최적의 IIoT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독점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자가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된 공장을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기술의 복잡성과 IT 리소스의 가용성을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프로세스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구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조업체는 품질 개선을 원하므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4%가 2022년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IIoT 구축은 점진적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비용을 능가하는 이점
기업에서는 IIoT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IIoT 투자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를 얻거나 

ROI를 추정하는 것은 응답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29%만이 ROI가 장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완전히 연결된 공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공급망과의 실시간 통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비용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공장에서 IIoT

를 채택하기만 하면 비용 절감,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측면에서의 

이점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변화를 유도하는 품질 관리

공급업체 품질 작업자 성과/생산성 시스템 성능 많은 라인 중단

 

SOP

(표준 운영 지침)

미준수

책임 및 추적

45%

66%

42%

55% 54%

48%

64%

54%

65%

57%

62%

58%

76%

65%

이러한 결과는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모두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완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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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업데이트

제조업체의 확신 증가 

제조업체는 기술 및 자동화가 공장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모든 생산 단계에서 품질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품질이 실질적인 경쟁 차별화요소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면 고객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에 궁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잘못된 품목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제조 공장에서 특히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응답자의 58%가 공급업체 품질이 문제라고 답변하는 등 업계를 

불문하고 많은 제조업체에서 공급업체 품질을 중요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것도 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자재와 구성 

요소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유럽, 아태지역, 남미의 

경영진은 향후 5년 동안 최고 우선순위가 품질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고품질 제품을 일관되게 출시하게 되면 압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 속도를 저하시키고 브랜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제품 리콜이 크게 감소하고 매출 및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품질관리협회(American Society for Quality: ASQ)의 연구에 

따르면 QMS에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기업에서는 6달러의 매출 

증가, 16달러의 비용 감소, 3달러의 수익 증가와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생산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영업 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조 공정의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 덕분에 일관된 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전보다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추적, RFID 태그 지정 및 게이트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 ID 기술을 통해 제조업체는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장애가 발생한 지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BOM(Bill of Material)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주요 관심사이지만, 향후 품질이 

복잡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제조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34%만이 

2022년에 품질이 잠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http://isoupdate.com/resources/whats-roi-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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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지점을 늘림으로써 품질 개선

새로운 시대의 가시성  

 

 
 

2개 이하 3~5개 6~9개 10개 이상

전체 제조 공정 전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게이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조합 

15%

3%

23%

23%

11%

23% 7%

28%

6%
12%

게이트/위치 수

10%

38%

게이트는 생산 일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 

공정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절반 이상의 제조업체가 생산을 추적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이하의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주로 제품을 점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공정에 대한 

적합한 가시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 ID 기술이 

접목된 게이트의 수를 늘리면 제조업체는 가시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보다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손쉽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공장에서 배송된 후보다는 공정 

중간에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품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여러 체크포인트를 두고 생산 라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에서는 모든 물리적 자산에 디지털 프로필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프로필을 사용하여 

자산의 위치, 할당,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병목 

현상을 제거하며 공급업체와 통신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24%만이 

기술 중심의 추적 기능을 구현했다고 답했지만, 제조업체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63%가 

향후 5년 내에 추적 기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8%가 

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 공정에 게이트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이트를 늘리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가능하므로 품질과 처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3%의 응답자가 향후 5년 내에 생산 공정의 게이트 수를 1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된 상품의 품질 향상과 복구 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체크포인트는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투명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46%가 운영 가시성 

증가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직원이 해당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이 감소하며 프로세스 

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생산 및 전체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 전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인더스트리 4.0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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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알림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사항

32% 
유럽

31% 
북미

40% 
아태지역

42% 
남미

2022년까지 JIT(Just in Time) 배송 증가율

JIT(Just in Time) 배송

공급업체 고객사

향후 5년 동안 JIT

(Just in Time) 

배송이 하이테크 및 

제약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아태지역과

남미에서 사용량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41%

자동차 하이테크

ASN(Advanced Ship Notice)

제품 또는 포장의 RFID 태그 지정

24%
33%

27% 33%

27%
36%

지역별 분포

부문별 분포

24%
33%

25%
33%

26%
35%

식음료/담배

32%31%

제약업계

37%

스마트 공장이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생산 라인 간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 탁월한 가시성 및 놀라운 비용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재를 보유하는 데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공급업체가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을 예측하여 생산 주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자재를 제공하는 JIT(Just in Time) 

배송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현됩니다.  

현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26%가 공급업체에 JIT 배송 

알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향후 5년 내에 

JIT 알림을 기대하는 제조업체가 35%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또한 품질 보증이 공급업체의 

주요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추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불량 배치를 제공받게 

되면 전체 생산망의 속도가 저하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JIT 배송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비단 공급업체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체도 고객사로부터 이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27%가 고객사에서 현재  JIT 배송 

알림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수치는 2022년까지 최대 3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하이테크 업계와 

제약업계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능 확대
JIT 배송 알림을 요구하는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완벽한 기능을 갖춘 동급 최고의 제조 실행 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을 구축하여 완제품에 

사용된 원자재를 추적하고 문서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40%의 응답자가 완벽한 기능을 갖춘 MES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2022년에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이테크 업계에서는 34%만이 

현재 동급 최고의 MES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시류에 뒤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50%의 응답자가 MES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면서 이 업계가 향후 5년 동안 가장 큰 채택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맞춤형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및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이 

채택을 촉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는 38%에 불과하지만 2022년에는 

52%의 응답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또한 ERP를 MES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장 환경을 혁신하는 기술 사용 확대유지 수준  

모바일 기술 

위치 추적
 (실시간)

웨어러블
(착용형 기기) 기술

 

음성 지시 및 인식  

32%

65% +33%

35%

60% +25%

40%

55% +15%

45%

5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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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실현

현재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2022년까지 

사용 수준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펜과 종이의 필요성 감소

수동 프로세스 감소

펜과 종이

62%

21%

이동형 컴퓨터/스프레드시트

50%

37%

제조업계가 자동화로 전환함에 따라 웨어러블(착용형 기기)과 음성 솔루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기술과 음성 중심 기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제조업체가 공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웨어러블(착용형 기기)은 아직까지 상대 

적으로 신생 기술이지만 공장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마 

어마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솔루션은 작업자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착용하는 직원은 라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이 생산 라인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웨어러블 기술의 사용을 

15% 늘릴 계획입니다.  

제조업체에서는 과도한 재고를 보유할 필요성을 없애려 하므로, 음성 

기술이 JIT 제조 및 자동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51%의 기업에서 향후 5년 동안 음성 기술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28%에서 2022년 55%까지 증가하는 등 

대기업(10억 달러 이상)에서 음성 기술의 사용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2%가 중요한 제조 
단계를 추적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50%는 스프레드시트나 이동형 컴퓨터를 사용 
한다고 답했습니다. 펜과 종이를 사용하여 WIP를 추적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프로세스에서 담당자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스프레드 
시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동 
프로세스입니다. 공장 직원에게 모바일 핸드헬드 디바 
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면 WIP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캔 
하여 수집할 수 있으므로 공장 관리자가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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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RFID 사용 증가율

41% 49%

유지 수준  사용 확대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에서의 RFID 사용률

상품 입고 공정진행품 상품 출고

RFID 미사용

12%
8%

42%

65%

54%

69%

59%

52%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솔루션과 음성 솔루션뿐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바코드 기술에 RFID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IIoT는 이미 제조 업계를 혁신하기 시작했으며 실제 자재를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손쉽게 추적 가능한 디자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해 RFID를 강력한 툴로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에서 제조업체에 모든 케이스와 팔레트에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RFID가 슬랩앤쉽(slap-and-ship) 

솔루션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RFID 태그는 소매업체의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는 더 이상 트럭에서 

내려서 팔레트를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RFID 태그의 정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7%의 응답자가 RFID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향후 5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까지 모든 업계에서 

48%의 응답자가 제조 공정의 일환으로 RFID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RFID를 사용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장에서 IIoT 기술을 채택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라고 응답자들은 말했습니다. 또한 WIP 추적 및 상품 출고에도 

RFID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FID 태그가 팔레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RFID 사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RFID 태그에는 작업 지침, BOM 및 추적 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품목이 전체 생산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FID를 

사용하여 공급업체에 중요한 주문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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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가 성공의 핵심

 

 

 

39% 53%

2017 2022

ID 카드의 적용분야

데이터 접근

41% 47%

도구 사용 접근

40% 44%

업무 활동  

37% 42%

실시간 위치 추적 

35% 50%

제조 환경에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이 새로운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RLTS를 사용하여 위치, 단계, 상태 등 

자산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가 

보다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RTLS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공장에서 내외부 공급업체에 직접 전송할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는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50% 이상의 응답자가 

2022년까지 RTLS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스마트 접근(액세스)

공장에서는 상품 외에도 추적이 필요한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ID 카드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직원의 위치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ID 카드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5%가 ID 카드를 사용하여 

직원에 대한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50%가 향후 5년 내에 직원 ID 카드에 위치 추적 기능을 구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구현

제조업체는 생산 공정을 거치는 상품의 품질 관리와 실시간 자산 관리를 원합니다. 경쟁 환경에서 고품질 상품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추적이 제조 업계의 중심 

단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에서는 제조 공정의 상품 입고 및 상품 출고 단계에서 단독으로 제품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에 따르면, 7%만이 전체 제조 공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28%가 향후 5년 내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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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응답자 분포

북미

27%

남미

18%

유럽

27%

아태지역

28%

부문별 분포

항공

자동차 공급업체

자동차 OEM

식료품/담배

하이테크 컴포넌트

하이테크 OEM

산업용 장비

제약

직원별 분포

매출별 분포

 

제조 공장 수별 분포

33%

45%

22%
31%

11개 이상

4~5개

6~10개

7%

1개

2개

13%

17%

32%

2%

12%

17%

18%

8%

7%

12%

24%

직함/레벨
CEO 레벨

VP, 이사 또는 부서장

부서/그룹 관리자 또는 감독관

직원 수
100<500

5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

31%

34%

35%

23%

26%

31%

12%

8%

백만 달러-
1억 달러
(순매출)

1억 달러-
10억 달러
(순매출)

10억 달러 이상
(순매출)



자세한 내용은 www.zebra.com/manufacturing를 참조하십시오. 

품질 관리를 통한 경쟁력 향상

Zebra Technologies 소개

Zebra는 미래 지향적인 제조업체를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품질 보증 및 추적을 보장하며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품, 자산, 인력, 거래에 대한 탁월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인더스트리 4.0 및 IIoT는 제조 분야를 혁신할 수 있지만,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품질 보증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 속도를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시성 솔루션을 공장에 

통합하는 등 이미 상당한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따라 더 많은 

게이트를 설치하고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자동 통신을 활성화하며 고급 기술을 구축하여 작업자와 의사결정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기업에서 미래의 진정한 스마트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인 단계입니다.  

*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 ZIH Corp 및/또는 그 계열사. 모든 권리 보유. Zebra, 지브라, 지브라 헤드 그래픽은 ZIH Corp의 

  상표이며 전 세계 많은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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