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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제조업은 로봇시장 확대와 제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현장 중심의 공정 개선연구와 로봇 활용기

술이 융합된 제조표준공정 개선의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대제조업 중대표적인노동집약적산업인식음

료제조분야는현재까지도대부분제조공정이수작업으로이

루어지고 있어 높은 작업자 의존도와 보관, 가공, 유통 등 공

정 데이터 확보가 전무하여 제조공정 표준화가 매우 어렵고

이는열악한작업환경과인력난으로연결되고있어정부에서

는이를해결하기위해업종별․공정별로봇활용모델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식음료분야 고질적인 문제점 보완

과발전방안으로제시된제조로봇표준공정모델을실제현장

적용하여 도입․실증하였으며 이를 식음료분야 제조로봇 표

준공정모델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표준공정모델의 성과 및

도입적절성을 검증하였다.

2. 대상공정 도입 경제성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식음료분야 제조로봇 표준공정모

델(시험검사)을실제식품분말류재래식포장및적재현장에

도입하여표준공정모델의성과를검증하였다. 실제현장도입

전 공정분석 및 경제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장에 적용하였으며, 표준공정모델과 경제성 비교 분석을 통

하여식음료분야제조로봇표준공정모델의도입적절성을검

증하였다.

경제성분석은 실제 기업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투자타당성을 도출하고,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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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 개발된 식음료분야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시험검사(검사 후 팔레타이징))을 실제 식품 분말류 재래식
포장및적재공정에도입, 경제성비교분석을통하여표준공정모델의성과를검증하였다. 도입된공정은재래식제조환
경의실제작업절차및작업동선, 경제성등다양한시각에서문제점을기술적으로검토하여로봇및주변장치들을선정
하였으며, 도입 전 투자수익률(ROI : Return On Investment)와 투자회수기간(PP:Payback Period Method) 등 경제성
분석을통하여기업내도입적절성을확인하였으며이를제조로봇표준공정모델(시험검사)과 비교하여공정도입적절
성을판단하였다. 실제도입된식품기업은공정도입후생산성 237% %향상, 도입전원가대비 55% 절감효율, 근로환
경개선율 134% 향상을 확인하였다. 추후 표준공정모델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각 모델들을 보완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존 식품 제조환경개선, 인력난 해소, 식품안전제조등 로봇 산업의발전방안을위한다양한 식품산업공정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제조로봇을 활용한 기술을 발굴, 융합하여 실증 보급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347 -

[그림 1] 표준공정모델(시험검사(검사 후 팔레타이징)공정)

[그림 2] 표준공정모델(시험검사) BEP Estimation 그래프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다. 비교분석에 사용된 표준

공정모델은 시험검사(시험검사 후 팔레타이징)공정이며, 총

원가분석, Benefit분석, ROI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현재가지, 연차별 ROI, 투자회수기간, 투자회수기간후발생

되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은 기개발된시험검사표준공정모델의표준공정모델

시스템 예상도면이며, 그림 2는 표준공정모델(시험검사(검사

후 팔레타이징)공정) ESP Estimation 그래프이다. 목표회수

기간을 3년으로 잡고 분석하였으며, IRP(내부수익률)기준으

로 순현재가치는 3년차에 6,257,825원, 연차별 ROI는 30%,

64%, 103%, 144%이며, 투자회수기간이다. 따라서 시험검사

표준공정모델의 3년차 이후 매년 발생되는 예상 수익금액은

81.823,258원이다. 그림3은 실제 식품분말류 재래식 현장에

도입되어 커스터마이징된 표준공정모델 시스템 도면이며 그

림4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ESP Estimation 그래프이다 . 실

제 현장에 도입된 로봇은 IRP(내부수익률)기준으로 순현재

가치는 3년차에 43,340,359원, 연차별 ROI는 37%, 78%, 121%

이다. 투자회수기간은 2.47년으로 파악되며, 3년차 이후 투자

이후 매년 발생되는 수익 금액은 90,023,200원(내부수익률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임)이다. 따라서 3년간 투자된 총 투자금

[그림 3] 현장 커스터마이징 공정

[그림 4] 현장 커스터마이징 공정 BEP Estimation 그래프

[표 1] 표준공정모델과 현장도입모델의 경제성 비교분석 표

순현재가치(원) ROI(%) 투자회수기간(년)
표준공정모델 6,257,825 103 2.83

현장도입모델 43,340,368 121 2.47

액이 2.47년에 회수가 됨으로 목표 회수기간은 3년으로 잡고

ROI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본연구에서는기개발된제조로봇표준공정모델과실제현

장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된 표준공정모델간의 경제성 비

교분석을 통해 기 개발된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의 성과를

검증하였다. 현장도입모델의 목표 투자회수기간 3년차를 기

준으로 경제성 비교분석 결과 순현재가치는 43,340,368원

ROI는 121%, 투자회수기간은 2.47년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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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분야제조로봇표준공정모델의기술개발및도입타당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도입된 식품기업은 공정 도입

후 생산성 237% % 향상, 도입 전 원가 대비 55% 절감 효율,

근로환경개선율 134% 향상을 확인하였다. 추후 표준공정모

델효율성분석을통해각모델들을보완및개선점을파악하

고 기존 식품 제조환경 개선, 인력난 해소, 식품안전제조 등

로봇산업의발전방안을위한다양한식품산업공정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제조로봇을 활용한 기술을 발굴, 융합하여

실증 보급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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