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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공장 설립 및

운영 시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문제, 낮은 생산의욕 및 도난사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자재를 IP Camera와 RFID Box를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시간적인 재고 파악과 원

자재의 도난 또는 멸실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원격지에 있는 재

고의 관리가 가능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며, 불합격품 거래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

실과 수익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A Study of raw materials loss prevention measurement

based on IP Camera and RFID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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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companies are building global production network for the demand of the global market. Howeve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verseas plants make the unexpected case like theft, low will to produce and salary

issue of local workers.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raw materials loss prevention model based on IP Camera

and RFID Box for raw materials management of overseas plants. This model can prevent the theft or loss of raw

materials write inventory up in real-time. This model can be allows us to realize the cost-effective production

management because it enables remote inventory management. And this model can prevent brand image danage and

profit loss due to rejec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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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 수단이 발달하고, 각국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

면서, 세계는 경제적 국경이 없는 하나의 단일한 공동

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국내

기업들은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상

품 판매로 인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글

로벌 기업이라 칭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한

기업들은 각국에서 요청하는 대량 수요의 충족, 수요

국 현지 특성에 맞춘 상품의 변화 요구 그리고 계속

적으로 제기되는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율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 중 하나는 전 세계를 단일 시

장으로 보고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조단계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다[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하에서는 부품은 베트

남에서 제조하고, 조립은 중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전

세계적 규모로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수요국에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과 배

송을 하게 됨으로써 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과 배송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고,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현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기에 생

산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생활

양식과 수준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문

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예로,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의 산업단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문제, 낮은 생산의욕 및 도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도난사고는 원자재의

유출로 불합격품이 제작되어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산이 중

지될 수도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장에

서 IP Camera와 RFID Box를 이용해 원자재를 도난

또는 손․망실로부터 보호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어지

는 2장에서는 IP Camera와 RFID Box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3장에서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모델

의 적용 및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2.1 영상감시시스템

최근에는 상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IT기기들을 활용한 모

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2]. 대표적

으로, CCTV 등을 이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은 현장상황

을 시각정보 형태로 제공하여 이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기에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다[3]. 그리고

영상 중심의 물리 보안 시스템들은 특정 객체의 탐지

및 추적, 위험 상황발생 인식 등 보다 지능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다[4, 5].

영상감시시스템의 구성은 활용 목적과 구성되는 장

비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다

음 [그림 1]과 같이, 촬영을 담당하는 CCTV나 IP Ca

mera 등의 영상 부문, 영상을 저장하고, 저장된 영상

을 수신 측에 맞도록 압축 및 변환을 시켜 전송하는

저장 및 전송 부문 그리고 촬영 및 저장된 영상을 확

인하는 관리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영상감시시스템의 기본 구성

따라서, 해외 공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본사가 인터

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업무 관리

에 활용한다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위험 상황발생의

인식 및 조기대처가 가능하다.

2.2 RFID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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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 2]와 같이, 태그와 이 태그

의 정보를 무선을 통해 읽어 낼 수 있는 판독기 그리

고 판독된 정보를 토대로 특정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이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및 네트워크 기

반의 관리 부문으로 할 수 있다.

RFID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 정보가 입력된 태

그 소지자만이 판독기와 연동된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어 허가된 사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6, 7], 의류매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이나 세탁물의 수탁부터 완료

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실시간 관리도 가능하다[8].

[그림 2] RFID시스템의 기본 구성

특히, IPS(Indoor Position System) 센서는 천정에

설치되어 범위 내의 RFID 태그들을 인식할 수 있기

에[9], 물류창고 내 자재관리와 같은 현황 파악에 유

용하다.

3.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

제조 관련 기업의 생산물은 그 자체로써 완전한 제

품이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다른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한 부속품이 되거나,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가

치를 형성하게 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

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도난의 위협은 완제품 뿐만 아

니라 원자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윤리의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에 진출한 해외 공

장들의 경우는 원자재 자체로도 현지 사람들에게는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상품 생산과정에서 보호

되어야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호되

어야할 원자재의 입고, 보관 및 분출과 관련한 관리감

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IP Camera와 RFID Box를 이

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을 제안한다.

3.1 원자재 관리 창고 내 IP Camera 구성

넓은 구역에서 영상감시를 수행할 때는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C

CTV 등과 같은 카메라를 설치한다. 해외 공장의 경

우도 기계경비의 일환으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

여 전체적인 경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원자재 관리 창고

내의 재고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IP Camera를 보관대

전체에 사각지대 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원자재 관리

창고 내 IP Camera를 다음 [그림 3]과 같이 배치하면,

보관대에 접근하는 인원 및 재고의 실시간 육안 확인

이 가능하다.

[그림 3] 원자재 관리 창고 내 IP Camera의 구성

3.2 RFID Box를 이용한 재고 관리

여전히 제조산업에서는 입출고 운영결과를 수기 작

성, 전산 입력 또는 엑셀파일에 의존하는 물류를 운영

하고 있다[10]. RFID시스템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

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해결

해야할 문제들이 있기에 도입이 어려운 것이다. 예로,

원자재의 크기가 작거나 모양적으로 RFID 태그 부착

이 어려운 경우, RFID 태그 탈부착 시 생산 소요 시

간의 증가 우려 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고 관리 시 다음 [그림

4]와 같이 RFID Box를 제작하여 이용하기로 하였다.

RFID 태그를 원자재를 담아두는 Box에 부착하고, IP

S 센서로 보관대에 놓인 RFID Box 전체를 읽어들이

면, 실시간으로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FI

D Box에는 불합격품도 보관하여 전체 원자재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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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FID Box와

IPS 센서를 이용한 재고관리

3.3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 운영 절차

기업은 제품 생산 시작 시, 목표로 하는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재고파악 후 부족한 원자재를 주문한

다. 그런데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원자재 수

급을 해외 공장이 주체가 되어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사 또는 타 협력사로

부터 전달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림 5] 해외 공장의

원자재 수급 관련 기존 절차

본사의 입장에서 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여유 있게 제공해야 한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상

황의 발생으로 인해 원자재가 부족하여 생산이 중단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유분으로 제공

하는 원자재의 수량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1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이전에 파악했던 해외

공장의 재고현황을 토대로 과부족을 예견하여 적용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을 도입하면, 적정 여유분을 산출할 수

있어 과다한 원자재 구입을 방지하고, 해외 공장과 같

이 원격지에 있는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량이나 유실로 인한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림 6] 해외 공장의

원자재 수급 관련 개선된 절차

4. 제안 모델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V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 적용되어 시험 운영되었다.

해외 공장 설립 후 운영 초기에는 원자재의 조달과

관리를 기계경비 위주로 하여 주기적으로 본사에 재

고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원자재 유실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손실, 불합격품에

의한 간접 손실, 원자재들은 그 종류와 수량이 제각각

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만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을 수립하여 운영하였

다. 제안 모델 적용 전, 후 각 3개월 간의 생산에서 살

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안 모델 적용 결과

(단위 : %)

구분

기 존 절 차 제 안 모 델

불량

률

제공된

여유분

손실

률

불량

률

제공된

여유분

손실

률

1차 3.4 10 0 2.5 10 0

2차 3.1 3.4 0 2.4 2.7 0

3차 3.3 3.1 0.6 2.6 2.3 0

4차 3.2 3.9 0.3 2.5 3.0 0

5차 3.4 3.5 0.2 2.4 2.7 0

평균 3.28 4.78 0.22 2.48 4.14 0.00

* 각 생산 차수는 10만개 기준

제안한 모델을 생산 현장에서 적용하여 운영한 결

과, 원자재 여유분을 10% 기준으로 확보할 때 기존에

는 본사가 재고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없어 목표로

하는 여유분 보다 더 많은 원자재를 확보해야만 했다.

더욱이 불합격품의 처분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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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불합격품의 보조재들로 활용될

수 있는 원자재들이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

러나, 제안한 모델을 적용하면서 해외 공장이 보유한

원자재와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더 적정한 수준의 원자재 수급을 기존보다 2일 정도

단축시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계경

비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와 불합격품과 이와 연관

된 원자재들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표 1>의 기존 절차를 보면, 10%의 여유분 원자재

제공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생산 차수의 불량률만큼

다음 생산 차수 진행 시 원자재를 추가로 제공한다.

그런데 불량률이 보고되는 시점과 추가 원자재를 제

공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사는 해외 공장에 생

산 차수 진행 중 불량률을 예측하여 추가 원자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외 공장은 불량률을 일정

하게 유지시키면서 원자재를 이용한 불로소득을 발생

시키려는 유인이 있다. 반면, 제안 모델은 추가 원자

재의 입출고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어 불량률의

발생이 추가 원자재의 사용으로 이어진다. 불량률의

지속 발생은 해외 공장의 유용성 자체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현지 근

로자들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원자재를 불필요하게 소

모하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외 공장의 원자재를 IP Camera와

RFID Box를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시간적인 재

고 파악과 원자재의 도난 또는 멸실되는 상황을 방지

할 수 있는 원자재 유실 방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원격지에 있는 재고의 관리가 가능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며, 불

합격품 거래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실과 수익 저하

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하는 IP

Camera로 인해 비인가자의 자재 창고 접근 차단 정

책이 한층 더 강화된다. 또한 RFID Box를 이용함으

로써 태그 부착이 어렵거나 작은 크기의 원자재들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불합격품의 현황도 실시간으

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불합격품의 현황 파악이 가

능하다는 것은 원자재를 제공하며 위탁 생산을 하려

는 기업에게도 불합격품의 수량과 처분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주어, 불합격품의 유통으로 인한 손실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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