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ple Solution

스마트팩토리 Industry 4.0 
Factory 4.0



1 2

솔루션 개요

모든 제조공정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플랫폼입니다.

통합성: 생산라인 공정제어 솔루션을 기업용 ERP (PP, PM, MM, QM 모듈)
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핵심성과지표(KPI) 정보를 
제공합니다.

혁신성 : 주문량에 따른 SOP 시스템 체계로 생산계획, 공정관리,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높은 sFactory 4.0 플랫폼은 설비증설에 따른 유연한 네트워크 
구축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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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tructure in Intelligent 
Manufacture System

sFactory 4.0 구조

BI   

MES

sLink

sLink

ERP

PP-생산계획 MM-자재관리SD-영업관리 QM-품질경영

Machine tasks Production Progress Mission list

중량식 혼합기 SGB 호퍼 드라이어 SHD 부피식 칼라 믹서  SCM 금형온도 조절기  STM 로봇  ST5

사출기 통합제어 스테이션 SCCS SPG

지능형 사출성형 공정관리 sFactory 4.0은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인 플라스틱 원료처리 시스템, 냉각수 및 
전기 관리 시스템, 로봇자동화 솔루션,  sLink 데이터 처리 및 MES로 
구성됩니다. sFactory 4.0은 사출공장의 자동화를 통해 기업DML 
정보처리 및 자동화 Management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강력한 
Industry 4.0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MES는 사출기 및 원료처리설비 데이터와 제작공정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가장 직관적인 리포트를 제공해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주문관리시스템(OMS)을 통합하여 사출기와 금형별로 
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출기 및 금형의 동작상태와 유지보수 
기간 등 각 지표를 기준으로 생산목표를 수립하고 사출기로 
작업지시를 보냅니다. MES는 사출기와 금형의 사용시간 및 
사출횟수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특정시간 혹은 공정완료 상태에 따른 정보를 전송함으로서 
공장에서의 생상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ES는 또한 기업의 ERP와 완벽히 연동할 수 있어 데이터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개선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사출산업의 특성과 생산현장의 요구에 
따라  MES 시스템은  /설비 모니터링, 생산관리, 리포트 분석, 
유지보수 계획 및 시스템 설정등 5개의 주요한 파트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인 개방형 통신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sLink는 표준형 통신 
터미널을 적용해 원료처리설비 및 합리화설비의 모니터링 기능을 
사출기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출기와 원료처리 설비의 
모니터링 기능을 중앙집중화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합리화설비 
혹은 원료처리 설비의 직접 온도제어와는 달리, sLink는 개별 
원료처리 설비의 컨트롤러에서 제공되는 모든 파라미터 값을 
수집하고 sLink를 통해 원격으로 조정,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따로 떨어져 분산되어 있던 제어방법과 달리, sLink는 모든 콘트롤 
시스템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사출성형 공정제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반적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사결정 및 분석 

PM-유지보수관리 CO-원가관리 

MES MES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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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SGB SGD

RS485/Modbus RTU

Modbus TCP

STM SIC SHD SAL Robot SHTC MAX
31 Units

計畫 生產 發佈

ERP ERP ERP

業務邏輯服務

視覺化

品質引擎

工廠資訊目錄

資料服務

MES 製造集成和智能

消息服務

生產資料物件

KPI 和 警示方塊架

OEE 管理

...

...

sFactory 4.0

생산관리

원료이송 관리

생산계획

사출기별 생산목표

전자 상황판

올인원 설비 
실시간 피드백

설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실시간 모니터링

파라미터 수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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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지 분석
생산 보고서
완성품 품질 보고서
품질 보고서
금형 보고서

유지보수

기초정보관리 

유지보수 계획 수립

유지보수 기록등록 
및 요청 관리

유지보수 기간초과 목록

정비 기록

합리화 설비가 통합된 사출기 제어 시스템 

메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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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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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 

MES 지능형 제조통합t

정보 서비스 

생산자재관리

핵심성과지표 및 경보관리

설비종합효율 관리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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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지능과 통합

설비 모니터링

금형관리

데이터 수집
실시간 중앙집중
모니터링
개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개별 금형 데이터
파라미터 수정
경보음 관리

금형 기본정보 관리

금형 정비계획 수립

기본정보에는 금형 번호, 이름, 중량, 누적 
사출사이클,  개별 금형 생산량외 기타정보 
수록할 수 있습니다.

설비관리에서 금형 유지보수는 일반화된  
작업입니다. 특별한 정비 프로젝트와  
개별설비와 금형에 대한 일정표를 
수립합니다. 정비사이클은 시간 간격, 사출기 
작업사이클 간격 그리고 관련 부품의 
정비일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정비시 
주의사항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금형정비 기록

금형수리 기록

금형 인식표 관리

수립된 계획에 의거 정비가 왼료되면 날짜, 
일지 등을 포함한 완성 상태를 기록합니다. 
정비가 늦어질 경우 시스템은 정비일정 
초과 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출력합니다.

종합 상황판에서는 금형제작일자, 과거 
정비기록, 정비 날짜와 보고서, 정비계획, 
수리내역등을 회사와 관계 직원에게 
지식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관련직원 교육과 유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 
및 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형 교체 시, 금형인식 및 교체에 따른 오류를 확인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인식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RFID나 QR 코드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QR코드나 ID칩을 개별 금형에 각각 부착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금형은 인식장치에 의해 구별되고 생산 리스트에 있는 해당 사출기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알람을 울려 예기치 못한 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생산 현장에서의 금형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sFactor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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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관리 리포트 분석

시스템 세팅

셧다운 원인 기록

셧다운 자동 기록

생산계획
알람 분석 설비 가동율 설비종합효율(OEE)

알람횟수의 월간 통계분석; 

주어진 기간 동안의 다양한 알람 
횟수를 바차트로 보여줍니다.

셧다운 분석

월 단위 또는 특정기간의 다양한 
셧다운 원인에 따라 정리된 통계를 
보여줍니다; 각 설비별 전체 셧다운 
시간, 설비별 금형 교체시간등을 월간 
단위로 분석합니다. 

생산 보고서
생산수량 보고서; 
생산목표 달성율 보고서, 설비별 
계획대비 실적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품질 보고서

여러가지 원인에 따른 불량품 숫자, 
전체금액, 제품별 불량율, 기계별 
불량율 등을 월별로 요약해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설비관리

기계등록

사용자관리

시스템 입출력

코드 사후관리

메일 구성

1일 또는 1개월을 기준으로 
설비의 월간 가동율을 
기록합니다. 통계적인 목적의 
다른 사이클로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설비가동율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 OEE 
데이터는 Party A가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OEE에 
따라 보고서는 일 또는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주문량에 따라 생산계획이 MES
시스템에서 수립되거나 ERP를 통해 
자동 입력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통일된 생산계획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설비 생산계획

비정상적 셧다운 관리

개별설비의 생산계획에는 목표의 
삭제, 변경 및 확인이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작공정 
관리는 데이터 입출력, 목표점검, 취소 
그리고 목표 전달 및 교환기능을 
포함합니다. (설비의 정비일정과 
관련된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일정에 
맞는 생산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출기의 셧다운을 시작과 
종료시간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기록합니다.

셧다운 자동기록에는 그 원인이 
빠져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서 직접선택

sFactory 4.0

 

  (2) 작업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셧다운이 발생된 경우에도 시스템은 시간과 원인을 포함한 한가지 기록만 
생성합니다. 두가지 모두 자동적으로 수집된 사출기의 셧다운 기록과 일치됩니다. 궁극적으로 셧다운 원인은  모두 
자동적으로 사출기 기록으로 전달됩니다.

MES

MES

MES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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