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 14권 제 4 호 2012년 12월 259

자동차 공장에 동기화 생산 적용 연구

-중국 H 자동차를 중심으로-
장 청 윤*․이 두 용*․장 정 환*․유 성 희**․이 창 호*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H자동차

A Study on Application of Synchronized Production System for

H Automobile Plant in China
Jing-Lun Zhang*․Doo-Yong Lee*․Jung-Hwan Jang*․Sung-Hee Yoo**․Chang-Ho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H Motor in China

Abstract

Automobile market was grown up by 1.7% at the first half of 2012 comparison with 2011 in China and this

growth trend will be continued for a while. Under this market environment the China automobile companies

expand the production capacity and result in heightening the intense competition for companies. This paper

deals with the more efficient production line and production logistics through SPS(Synchronized Production

System) with construction of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in H automobile company in China. In

plastic painting line we can simultaneously prepare the production quantity and delivery time according to

assembly production plan by introducing MES. We can reduce the excess production and result in extreme

reduction of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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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 자동차시장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맞물려 성장

하였으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이에 발맞춰 중국 내

공장 증설을 지속하였다. 중국에 자가용 수요가 급증하

고 부동산 투자열기가 식으면서 2011년 1～11월 5.26%

로 주춤했던 승용차 판매 증가 속도가 2012년 2분기에

15%로 회복될 전망이다[1][5].

또한 중국 정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수요 진작을 위

한 경기부양책 및 보조금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던 에너

지절약차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총 60억 위안을 투자

하여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200만 대의

수혜 차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 시장의 최대 특징으로는 신차 투입 확대가 예

상되며 앞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인센티브 및 가격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고

급차 가격 인하가 하위 차급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

차급으로 인센티브 경쟁이 확산될 양상이다. 업체 간

가격경쟁 심화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는데 하반기에는 베이징현대(40만대), 둥펑혼다(5

만대), 상하이폭스바겐(5만대) 등 업체들의 공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이

당분간 격화될 전망이며 중국 자동차 연간 판매 추이

및 전망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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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중국 연간 판매 추이 및 전망

따라서 중국의 급격한 자동차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도

입하여 생산현장의 낭비요소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동기화 생산과 생산

물류의 효율화 또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동기화

생산과 생산물류의 효율화는 ERP와 같은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관리·생산·제품·물류 등에 관련된 손

실 비용을 줄임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고객의 요구에

빠른 대응, 양질의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출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MES 도입을 통해 SPS(Syncronized

Production System)를 적용하여 생산물류의 효율화를

추진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는 중국 H 자동

차 공장의 플라스틱 부품 도장라인에 SPS의 적용과

생산된 부품을 조립라인까지 배송하는 생산물류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생산계획단계에서부터 감소시키고 생

산물류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개선한 사례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산물류

물류는 원자재의 조달에서 소비자로의 배송까지 전

단계를 망라한다. 물류 업무는 각 단계를 거침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물류의

영역을 제품의 이동 단계에 따라서 [Figure 2]와 같이

조달물류, 생산물류, 사내(제품)물류, 판매물류 4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에서의 SPS 동기화생산 도

입은 조달물류, 사내물류, 생산물류 영역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내물류에서 실시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2] 물류의 영역

조달물류란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가 공급

자로부터 운송되어 생산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된 후, 생

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원자재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판매물류가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달물류가 된다. 조달물류는 향후

에 발생하는 물류업무의 시발점으로서 후속업무에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후속단계에서의 필요량

과 필요시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내물류는 출하된 완제품이 판매를 위해 보관 창고

에 입고되기까지의 활동을 포함한다. 판매를 위한 보관

창고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분포와 관련하여 입지

가 결정되고, 사내물류는 항공, 철도, 트럭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제품들을 배송한다. 사내물류는

완제품의 형태로 관리되므로 제품물류라고 도 한다.

생산물류는 물류의 범위에서 자재창고의 출고작업에서

부터 생산 공정으로의 운반·하역, 입고 작업까지의 활동

을 말한다. 생산물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단축하

느냐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서 운반, 하역, 창고의 자동화

가 가장 중요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4].

생산물류의 관리는 조달된 원자재를 고객에 대한 판

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조달된 원자재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반제품, 재공품, 제품 등의 다양한 형태를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물자는 정지되어 있는 순간부터 보관비 등

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재고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정재고의 제로화, 흐름화 및 평준화, 외주의 적정화

를 통해 낭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

2.2 동기화 생산

동기화 생산은 고객 수요량에 따라 각 공정들이 같

은 생산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동기화 생산의

목적은 생산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재고와 불필요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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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산 활동 중 발생되는 각종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최

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화 생산에서는 원가절감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원가절감을 생산성

향상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도 무방하며, 이러한 기본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현장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개선활동이 필요하다[2].

2.2.1 동기화 생산을 통한 낭비 제거

생산현장에서 낭비의 요소 중 과잉생산의 낭비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수주에서부터 생산계획, 자재발주, 생

산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과잉생산의 해결방안으로는 준비교체

시간의 단축, 소로트 생산(이상적으로는 1개씩 흘리기),

평준화 생산, 주문 생산방식(Pull 방식, 간판), 품질 및

설비의 안정화 등이 있다. SPS도입을 통해 과잉생산으

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를 낮추는 과

정을 [Figure 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Figure 3]을

보면 과잉생산의 낭비를 없애는 것은 팔리는 속도로

생산하는 것이며, 기타 낭비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우선

해결해야 할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PS

에서는 제1차 생산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

한 중심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공정에서 제품

및 부품을 판매 또는 후속공정 속도에 맞추어 만들어

가는 것이 동기화 생산의 가장 기본 적인 과제이다. 하

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Figure 3]에서 오른쪽의 경로를 따라 과잉생산을 하면

서 1차 낭비에서 연쇄된 2차, 3차, 4차의 낭비를 추가

로 발생하게 되고 결국 제품원가 증대로 이어지게 되

어 최종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SPS에서는

생산의 평준화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2].

[Figure 3] 과잉생산의 낭비 해결 방안

2.2.2 생산의 평준화

종래의 생산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가능한 때 가능

한 만큼 생산하는, 고객부재의 불요불급한 물건까지 만

들어 버리는 계획생산이었다. 따라서 완제품이 많이 있

어도 납기가 지연되고 결손품을 발생시키며 곳곳에 재

고, 설비, 인원 등의 과잉 현상이 발생한다[2].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 평준화가 필요한데 생산

평준화란 인원, 설비, 자재 등 모든 자원을 평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계획생산은 가

능하면 월 생산물량을 한 로트에 편성하여 생산을 함

으로써 준비교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평균 재고

는 증가한다. 평준화 생산에서는 가능하면 월 생산물량

을 최대한 나누어 생산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

게 대응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적 계획생산과 평준화 생산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일반적 계획생산과 평준화 생산 비교

일반적 계획생산 평준화 생산

- 가능하면 월 생산물량

을 한 LOT에 생산

- 준비교체의횟수가적음

- 재고 증가

- 가능하면 월 생산물량을

최대한 나누어 생산

- 준비교체의횟수가많음

- 재고 감소

후 공정은 선 공정으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이 가져가는 것의 변

동 폭이 크다면 후 공정은 최적의 재공재고를 항상 유

지해야 한다. 이러한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해서는 수요

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6].

3. H 자동차 공장의 동기화 생산 체계 구축

중국 H 자동차 공장에서 기존의 조립공장에서는 부

품 편성장 운영을 통해 생산 라인에 투입될 부품을 재

고로 확보해 두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범퍼와 같은 플

라스틱 부품의 경우 도장라인에서 생산된 부품을 가져

와 조립 후 [Figure 5]의 1번 창고와 2번 부품 편성장

에 적재해두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립공장에 투입되

는 부품들은 로트의 크기와 부품별 소진 시점이 달라

일부 부품의 재고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재고 증가로

인한 낭비 발생을 줄이고자 H 자동차는 SPS를 적용하

여 낭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공장에 동기화 생산 적용 연구 -중국 H 자동차를 중심으로-
장 청 윤․이 두 용․장 정 환․유 성 희․이 창 호

262

3.1 동기화 생산 시스템 적용

H 자동차에서는 당일 생산계획에 따라 차체공장, 도

장공장, 조립공장 순서로 차량바디가 생산되며, MES를

도입하여 도장공장에서 차량 색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플라스틱 부품 도장라인까지 제공된다. 조립공장까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송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생

산 및 배송정보와 부품의 흐름도는 [Figure 4]와 같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플라스틱 부품 도장라인에

서는 조립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필요 시점,

필요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4] 생산 및 배송정보와 부품의 흐름도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공정 또한 개선하였다. 기존에

는 반제품인 플라스틱 부품을 플라스틱 부품 도장라인

에서 가져와 [Figure 5]의 조립라인에서 조립 후 조립

공장에 투입하는 형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

틱 도장라인에 [Figure 6]의 3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부품 조립장을 신설하였다. 플라스틱 부품 도장라인은

생산계획(MRP)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

품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을 바로 옆에 위치한 조

립장에서 조립 후 조립공장에 위치한 부품 편성장으로

보내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에 MES 정보에 의해 실시간

으로 생산계획, 생산지시, 배료관리, 배송관리를 동기화

시킬 수 있었다.

[Figure 5] 조립라인

[Figure 6] 신플라스틱 도장 공장

조립 라인에서는 신플라스틱 도장공장에서 생산된

리어범퍼를 의장반 14작업장에서 조립한다. 번호판은

의장반 16작업장에서 조립, 프런트 그릴은 새시반 13작

업장에서 조립, 프런트 범퍼는 완성반 14작업장에서 조

립, 실사이드 프로텍터는 완성반 23작업장에서 조립하

며, 부품은 조립라인 사이드에 로케이션별로 부품이 공

급되며, 부품 편성장 운영은 조립공장 생산라인에서 생

산한 만큼 신플라스틱 도장공장에서 배송되어 서열 순

서대로 부품 편성장에 보관된다. SPS를 통해 조립라인

에서 필요한 수량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생산된 부품

들은 적시에 부품 편성장으로 보내기 위한 배송 주기

와 배송량의 개선 또한 이루어졌다. 각각의 부품들은

[Figure 7]과 같이 로트의 크기가 프런트 범퍼와 리어

범퍼는 최소 6∼12개(차량 6∼12대 조립 분량), 실사이

드 프로텍터, 프런트 그릴, 번호판은 28∼72개(차량 28

∼72대 조립 분량)로 기존 방식대로 배송한다면 조립라

인에서 필요한 재고량을 초과하여 재고비용이 발생한다.

[Figure 7] 파렛트 운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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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기화된 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부품들 또한

조립공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배송하는 것이 재고 감소

에 도움이 된다. 각각 다른 부품의 로트와 조립 시 소

진되는 부품의 수량을 고려하여 [Figure 8]과 같이 배

송 시점을 개선하였다. 리어 범퍼와 프런트 범퍼는 부

피가 크기 때문에 수납 수가 6개인 파렛트를 사용하였

고 나머지 부품들은 부피가 작으므로 두 배 이상의 로

트 크기로 배송할 수 있었다. 리어 범퍼와 프런트 범퍼,

번호판이 배송되고 조립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공정

에 필요한 실사이드 프로텍터와 프런트 그릴이 배송되

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조립라인에 위치

한 부품 편성장에 제로 재고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

게 되었다.

[Figure 8] 개선 후 배송 방식

3.2 개선 후 효과

제조현장에서 생산방식 및 시스템 체크하는 유효한

수단이 ‘재고’ 이고, 이 재고는 생산리드타임 단축을 저

해시키는 주 요인기도 하며, 업무의 복잡화를 초래하기

도 한다. H 자동차는 SPS를 도입하여 차체공장, 도장

공장, 조립공장의 생산라인과 신플라스틱 공장 간에 동

기화 생산을 추진하였으며, 현장 정보계 MES가 실시

간으로 운영되어 생산, 정보, 물류 등 3가지를 통합운

영 할 수 있었다. 이는 적은 인원과 설비로 후 공정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제조함으로써 생산의 흐름을

빠르게 했으며, 아직 정량적인 개선효과는 파악되지 않

았지만 생산 중 발생되는 불필요 재고 및 낭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많은 재

고가 쌓여 창고와 같이 사용되고 있던 부품 편성장이

부품이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전 배송주기와 신플라스

틱 공장에서 공급하는 운송주기를 조절해 주는 편성장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며 동기화 생산을 적용함으

로써 조립라인에 미리 생산된 플라스틱 부품을 보관하

던 창고를 제거해 불필요한 재고를 줄였다. 정량적인

효과 파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H 자동차의 공장에서 조립라

인과 플라스틱 도장라인에서 SPS 도입으로 생산, 정보,

물류를 통합 운영한 생산물류의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내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H자동차 공장 또한 생산원가를 줄이는 노력의 일

환으로 MES를 도입하여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생산 공

정 중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활동을 진행하였다.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SPS를 도입하여 생산 공정과 생

산물류에서 발생하는 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원가 절

감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활동을 통해 생산계획에

따른 부품 생산으로 과잉 생산을 방지하였고 부품의

배송 시점을 개선하여 조립라인에 위치한 부품 편성장

에 제로 재고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플

라스틱 부품을 보관하던 창고에서는 MES 서열정보에

의한 재고관리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서는 이러한 개선활동을 실행하여 개선

된 사항의 정량적 평가와 MES 실시간 생산정보를 생

산물류 영역에 적용한 개선활동을 사내물류, 조달물류

등 다른 공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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