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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This fourth revolu 

tion comes on us like a tsunami”라고 표현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급속도로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고 있

는 실정이며, 국내 산업계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확대 대응하

고 있다. 굳이 1, 2, 3차 산업혁명을 이어서 표현하지 안

터라도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표현하며, “인터넷 기술

을 바탕으로 IT/OT/FA 기술을 통합 새로운 시대의 흐

름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과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자는 

신조류가 아닐까” 하는 필자의 정리이며, 국내 대기업

은 나름대로의 자체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조

류에 편승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매출 규모 100억에서 

5,000억 내외의 중소·중견 기업의 현실은 IT(Informa 

tion Technology)와 OT(Operation Technology)의 차

이 조차 구분 못하고 어느 것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목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야 할지 정하지 못

하고 시대가 그러하고, 정부지원사업이 이끄는 대로 눈

에 보이는 홍보 영상의 화려함에 홀려 막연한 감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시도하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에 김대중 정부 시절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지원 
분야

IT화
사전컨설팅

기초정보
S/W 

ERP 
도입

생산공정
IT화

협업적
IT화

합 계

업체수 240 27,750 2,592 39 311 30,932

예산
(억원)

3.3 270 423 6.7 36 739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분야별 지원 현황(2001년~2003년)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 디지털 혁신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IT 지원 사업은 기업 정보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그를 이용한 활용도에는 크게 못 미치

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IT 시스템을 활용한 IT 경

영 실패의 원인으로는 정보화 전략의 부재, 회사 내부 프

로세스의 통합 실패 및 시스템 공급업자의 컨설팅 능력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현실은 20년이 지난 지금

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대기업의 IT 도입 구성 Map을 살펴보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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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ERP 도입 붐 이후 관련 된 부가 시스템이 전문 분

야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으

며,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도입 순서 및 중요도가 달라

짐에 따라 IT 도입 전략을 전개하여 순차적으로 도입 

되었다.

대기업군의 IT Map

ERP를 중심으로 한 제조원가 및 재무 결산 프로세

스, MES를 중심으로 한 생산실적 집계 및 제조 추적관

리 프로세스, PLM을 중심으로 제조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 산출물인 BOM 전달 및 설계 변경 전달 프로세스, 

생산계획/자재조달계획 수립의 MRP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PS, 고객 관계 중심의 CRM 등 기업의 사업 형

태 또는 필요에 따라 ERP 중심으로 IT 시스템을 접목

하여 확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현실은 ERP는 재무/회

계 시스템이라는 공식이 잘못 인식되어지며, 인사/재무/

회계 담당자 외에는 쓸 일이 없는, 해보려 해도 기본정보

의 부족 및 전사 혁신 부담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활용하

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중심 IT 시스템인 ERP가 정착

하지도 못한 채 부가 시스템인 MES, PLM 등의 시스템 

도입은 요원한 실정이라 여겨지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 IoT, CPS, Big Data의 기술이 동원되는 OT(Operation 

Technology) 분야를 도입한다는 것은 FA(공장자동화) 

관점에서 사업 실적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를 고려하더라

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스마트 공장의 제조 운영(Manufacturing Operation) 

아키텍처 상의 핵심 IT 시스템은 MES라 할 수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의 핵심은 1차로 MES 시스템의 

구축 후 SCADA 및 FA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OT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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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 할 수 있어, MES를 중

심으로 하부로는 OT, 상부로는 MES를 포함하는 IT 기

술의 연결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은 필연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업을 Business로 연결하여 기존의 IT 회사는 

OT와의 연결성을, OT 전문 회사는 IT와의 연결성이 강

조되는 End-to-End 통합 Solution 구성을 목표로 사업

을 전개하고 있으며, IoT Platform을 중심으로 통합하려

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설비 인터페이스 구

현에 있어 통신 방식 등 Protocol 통합의 산을 넘어야 하

는 문제, Sensor To Gateway 통합 문제 등이 현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극복되리라 생각된다.

본론으로 돌아가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Tsunami

처럼 몰려오는 시대의 변화에서 무엇부터 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방향일까?”가 생산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체

의 CEO라면 가장 큰 생존의 고민거리라 여겨지며, 필자

의 다년간 생산 현장 경험과 티라유텍이라는 IT 회사의 

전문 컨설턴트로 몸담고 있으며, 생산 현장에서 겪으며 보

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재무/원가관리 중심의 통합부터 

시작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ERP를 쓰고 있다는 중소·중견기업의 내

막을 들여다 보면 인사/일반 회계는 독립적으로 잘 쓰

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우리 나라 중소·중견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재료 비율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

하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감사 또는 기업 공개

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재고

에 대한 평가의 문제, 즉 재고 금액이 수불상으로 정리

솔루션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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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면, 이에 자신 있어 할 재무 

담당 중역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의 주먹구

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

해서는 재고관리의 문제와 그에 따른 재고의 정당한 평

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산관리의 입장에서 생산 실적이 양품, 불

량을 정확히 구분하여 재고가 관리 통제되어야 함에도, 

관리의 부재로 당해 원가 반영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불량품이 양품으로 둔갑하여 재고로 편입되어 결산이 

이루어져 이익이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알면서도 부실 

자산으로 다년간 누적으로 유지하다, 부실 자산을 정리

하지도 못하고 회계 감사에서 숨기기 급급한 모습이 많

이 목격되는 현실이다.

기본적인 ERP의 구성 중 관리 회계 분야인 원가관리

의 문제는 생산물류 모듈에서 집계되는 매입/매출 마감 

정보와 재고 정보(원자재/재공/제품)를 기준으로 자동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 중 가장 큰 핵심 

요소는 앞에서 강조했듯이 결국은 재고의 문제로 봉착하

고 재고의 정확한 컨트롤이 핵심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재고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과거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가 주창한 경영혁신 운동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

을 것이다. 당시에 대표적인 ERP 회사인 SAP은 이 운

동에 힘입어 기업체가 ERP를 도입하면, 자연적으로 

BPR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보급하는 효과를 누

렸으나 서론에 언급했듯이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정작 

활용도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원인 중 가

장 큰 요인은 “재고관리 중심 관점의 전사 자원 통합”의 

실패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RP의 시각에서 재고관리는 원자재/제품(상품) 재고 

중심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리점

이나 유통회사도 ERP를 쉽게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으

나, 제조업체 관점에서는 재고의 형태가 변화되는 생산

과정에서의 재고관리, 즉 재공 재고관리는 ERP로는 불

가능한 환경이고, 이것을 제조업에 억지로 적용하다 보

니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생산관리 모듈이 사장되

고 엑셀로 정리하는 악습이 반복되는 형태를 볼 수 있

으며, ERP 상에서는 원자재/제품 재고만 관리하고 생

산 중인 공정 재고는 평균 판매 단가에서 이익을 감안

한 평균 제조원가를 산출하고 투입된 재료비를 기준으

로 재공 재고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나,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생산관리와 연동된 

급여관리

[결산모듈]

[물류모듈]

인사관리

자산관리

관리회계
(원가관리)

품질관리외주관리생산관리

구매관리

출하관리

관리회계
(예산/사업계획) 

일반회계
(세무/재무) 자금관리

매입/매출

마감관리

수주관리

확정 수불정보

ERP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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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부재로 부실자산이 산입될 가능성이 크며, 장부 

상의 재고와 실물재고의 일치를 보증하지 못해 물류 가

시성을 떨어트린다.

ERP 업체는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고자 1980년대에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라는 개념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MRP(Material Requi 

rement Planning)은 MRPII(Material Resource 

Planning)으로 발전하며, 그 핵심인 BOM(Bill Of 

Material)의 개념을 단순 자재발주용이 아닌 생산 반제

품(공정재고)을 포함하여 구매 계획과 생산계획이 동시

에 수립되는 개념으로 발표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당시 국내 사정으로는 MES라는 개념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ERP 상의 생산과정의 변화하는 재공 재고의 관리 및 

추적성 관리를 위해 도입된 MES의 세부 기능을 별도

로 언급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도입

된 POP(Point Of Production)을 MES라고 하는 사람

들이 있으며, 필자가 겪은 경험으로는 중국에서는 POP

를 MES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강하며, 혹은 장치산

업에 종사해온 분들은 자동화에 일부 시스템을 MES라

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셋째, 생산 계획과 자재조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과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만들면 팔리던 시대에

는 재고라는 것은 디스카운트를 해서라도 언젠가는 팔

린다는 밀어내기식 판매 방식이 통하던 시대에서, 고객

은 변덕쟁이라는 고객만족 운동의 시대를 지나, 여러 고

객의 주문이 하나라도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 

tion) 하겠다는 시대로 변하고, 재고는 팔고 남은 것이 

재고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재고를 줄이기 위

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생산전략 차원에서 보면, 고객의 수요를 빠르게 생산

계획으로 전환하여, 고객의 마음이 변심하기 전에 빠르

게 딜리버리하는 생산 지연 전략을 씀으로써 재고를 줄

ERP와 MES의 연결관계

※  CO(관리회계), FI(재무회계), SD(판매), PP(생산계획), MM(구매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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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생산계획의 편성 주기를 주 단

위에서 일 단위 계획으로의 전환과 생산 Capa를 감안

한 생산계획의 자동 편성 및 필요한 만큼만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하고 나면 원자재 재고가 없는 가장 이

상적인 목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기존

의 MRP의 무한 Capa 생산계획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

기 위해 APS(Advanced Planning & Scheduling)가 

새롭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는 MRP의 입력 요소인 

BOM, Inventory, MPS(Master Production Schedule)의 

세 가지 입력 정보에 Routing별 Capa 정보를 추가하

여 수학적인 Modeling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형태이다. 

이후 일 Bucket별 수립된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자재 

MRP(Sync 계획)를 수행하여 원자재 조달 계획을 수립

하며, 생산 확정 Bucket과 구매 확정 Bucket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책을 가지고 간다.

넷째, 중소·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IT Map 

도입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중소·중견 기업의 현실은 그나마 도입한 ERP도 활

용을 제대로 못하고, IT Tool의 문제만을 탓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처럼 주변 시스템을 덧씌워 봐야 효과

BOM과 Routing(공정) 구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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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온다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으며, 공장자동화 공정

(Routing) 중심의 장치산업의 경우도 결국은 재고 중심

관점으로 접근하여 재무적인 부분으로의 연결이 중요

한데, 지금의 스마트 팩토리 홍보물을 보면 화려한 그

래픽 Show를 보는 느낌이다.

물론 산업의 특성상 BOM(재고)와 Routing(공정) 중

심의 관리 형태를 취사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는 발생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장자동화의 관점으로는 Routing

의 관리를 재무적인 재고관리 관점은 BOM 중심으로 

연결해야 하며, 기업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배합을 통

해서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중견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IT Map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MESA, 

ISA95 등 제조 관련 국제표준 연구기구에서는 이미 생

산계획(APS)와 실행(MES)의 통합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는 이미 3년 전에 

Smart MOM이라는 중소·중견기업용 솔루션이 출시되

어 보급 확산되는 추세이며,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서비

스 기반으로 확장 보급 예정에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획과 실행을 같은 

Single Source에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통합적인 측면 및 

MES를 중심으로 ERP 재고 관점의 재무 연결 및 설계 

변경 및 BOM 연결을 위한 PLM과의 통합 용이성, 생산 

현장 실적 집계를 위한 POP 및 자동화 공정의 설비 Inter 

face 연결 등의 용이성 등이 개선된다.

회계프로그램
(인사/회계)

②자원운영/생산계획 수립

①계획/실행 통합(Monitoring)

Smart MOM

원가관리 정보 연계

③제조실행관리

주문, 긴급 오더

[고객] 

납기 약속

[공급자]

[가동정보][POP 화면]

Purchase Order

적기 출하 ⑥POP/설비 I/F

④
영
업
관
리

⑤
구
매
관
리

적기 정량 납품

Smart MOM 계획/실행 통합

대기업 기준의 시스템 Align

중소·중견 기업의 바람직한 시스템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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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대부분의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외주임가공 형태의 종속수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감안하며, 모기업의 생산계획을 자사의 생산 

수요로 빠르게 전환하여 빠른 실행과 납품을 최소한의 

재고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론 :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과연 기업의 재고를 혁신

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

가?”의 문제로 과거에는 투자 대비 수익률(ROI : Return 

Of Invest)을 IT 투자 KPI(Key Performance Indica 

tor)로 산정하여 투자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가 회

자되기도 하였고, 지금도 이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필자가 기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를 부단히도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생산 설비처럼 당

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가동률을 높여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철도나 도로망처

럼 당장 돈이 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당장은 없어도 무방해 보이나 도입을 안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무역장벽과 같이 시스템이 없는 기

업은 모기업에서 평가든, 공공재 납품 대상 평가든 대

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Infra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즉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

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대상이 되어간다는 것이고, 기

업의 IT Infra 구축의 성격이기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으로 정부에서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공공 Infra의 성격이기에 기업의 구성원은 Order To 

Delivery, R&D To Product, Cost To Profit 등의 프로

세스를 혁신하여, 과거의 일하던 방식이 Data 연결 중

심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기업의 혁

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판매회사와 연계된 컨설팅 및 교육 체계를 도입하지 않

으면, 격변하는 Tsunami에 휩쓸려 방향을 못 잡고 쓸

려가다가, 끝내는 생존에서 못 버티는 상황이 될 것이

며,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되묻지 

않아도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종속수요 중소/중견 기업 연결도

스마트한 
계획/실행 관리

Single View를 통한 
최적의 생산관리체계와 

운영 효율의 극대화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재조달계획, 생산계획 수립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제조 실행력 확보

KPI 및 생산 현장의 실시간 
Monitoring 체계 구축으로 Visibility 확보

계획 

실행 

성과분석

•Any Time 
•Any Where 
•Any 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