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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명 (주) 태진시스템 대표이사 김영남

설립일 2003년 3월 본사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 남4길 23-1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 제품명 Smart HACCP, Smart MES솔루션

SI사업

Smart HACCP 솔루션, Smart

FACTORY, MES, POP, QMS, SPC, 

WMS, RFID,

Barcode 모니터링 개발 및구축

Mechatronics
사업

마킹 시스템, 라벨자동부착기, 무인 이송 로

봇(AGV), Robot(산업용, 협업), SCADA, 

HMI 등

기타
검사, 계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인쇄(소모품) 사업
홈페이지 www.oktjs.com

지사 부산지사, 호남지사(예정) 관계사 (주)태진피엔에스

태진시스템은농·수,축산식품가공/제조의경쟁력혁신을위한

최상의 솔루션을제공 하는비지니스 파트너 가되겠습니다.

부산
광주

양산

제주도

공급기업 POOL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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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ACCP 이란?
식품제조공장에 ICT기술을융합하여, 식품안전정보를디지털화하고, CCP 모니터링을자동화하는등

HACCP 관련데이터수집·관리·분석을총망라한 “디지털기반 HACCP 종합관리시스템”

SMART
HACCP

자동화
CCP 공정의 자동화및
기록관리디지털화

ICT  융합
전송된 데이터를분석,
자동 기록화

데이터교환
자동화된모니터링도구를
통하여 데이터전송

지능형
기준 이탈 시 경고 또는
자동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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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데이터의신뢰가보증

정확한시간에 정해진 절차에따라 자동적으로데이터가 측정되고, 기록가능

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과관련한실수예방

모니터링일지가 서버에 저장됨으로서류 분실및 일지관리의 어려움이사라짐

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관리강화로식품안전관리향상

자동화된모니터링 도구를 통하여문제점을 보다세밀하게 확인하고예측 가능

Smart HACCP을 통하여 작업자는 생산에집중

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을통한손쉬운관리

Why? 

01

02

03

04

Smart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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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강화된 식품위생법 준수

HACCP 의무 적용 확대를 위한

국가정책적요구에 ICT 기술관점으로대응

식품안전사각지대 해소

소규모 업체도 HACCP을 쉽게 받아 안전한

식품 생산을할 수 있도록완화

비용절감

복잡하고어려운 HACCP의 운영관리를

자동화하여관리비용의대폭절감

식품분야 신사업 창출

스마트 팩토리에버금가는식품안전분야

4차 산업으로 글로벌진출을 위한 K-Food 선점

데이터기반 식품안전 분석

수기로 관리되던식품안전관리문서를 전산화하고

loT정보를 수집하여빅데이터화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연 1회 실시하는 사후관리방식 HACCP 점검에서

실시간 HACCP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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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ACCP & MES 연계

HACCP 관리시스템

HACCP 인증이후전산화를

통하여손쉽게운용가능한

시스템이필요

식재료/완제품 재고관리

각종식재료시세연동,

완제품실시간재고파악, 

반출시선입선출지원하는

재고관리시스템구축,

악성재고및폐기비용

최소화

실시간 생산 정보 집계

각제품계획대비생산량이

실시간으로집계, 생산에

투입되는소요량을제품의

기준정보를통해자동산출

할수있는시스템구축

설비 모니터링

CCP설비의실시간모니터링

(온도, 조도, 습도등)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

현장문제점신속히

파악및해결

집계포인트설비인터페이스

CCP 설비의데이터를

수기로대장관리하던

과정을 데이터자동수집

시스템을통하여데이터

수집및관리

SMART HACCP SMART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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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록 시스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데이터를 실시간으로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 할 수있도록 하여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시스템

기존 HACCP 제조 공정

원재료입고

제품출고

검출내역수기기록

문서철보관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재고관리

공정관리

온도시간실시간전송

서버저장

기록관리 저장
(위·변조 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유·무선 통신

온도시간수기기록

전처리

가열살균 (CCP1)

금속검출 (CCP2) 검출내역실시간전송

담당자직접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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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냉장,냉동
온도센서

수위레벨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염도센서 탐침온도센서 전자저울 금속탐지기 중량선별기 포장/마킹기 출하관리

DAU

무선중게기

현장키오스크

HUB

서버(DB)

종합현황 모니터링CCP 모니터링

태블릿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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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기준정보관리

• 품목정보

• 배합(BOM)정보

• 공통코드정보

• 품목검사 기준정보

• 품목정보

자재관리

• 수입품질 검사정보

• 출하품질 검사정보

• 일 재고 마감정보

• 입하현황

• 출하현황

생산관리

• 설비정보

• 공정정보

• 작업지시 정보

• 생산실적 정보

• 생산불량 정보

• 설비 비가동 정보

수/발주관리

• 단가정보

• 수주정보

• 수주진행현황

• 발주정보

• 발주진행현황

• 수금정보

• 수금현황

출하관리

• 출하지시정보

• 납품단가정보

• 거래명세서정보

HACCP 관리

• 문서코드정보

• CCP 코드정보

• 한계기준정보

• 수집센서정보

• CCP 관리정보

• 이탈, 개선조치정보

모니터링

• KPI 현황

• CCP 현황

• 공정현황

• 재고현황

• DATA 수집현황

• 출하현황

모바일관리

• 입하정보

• 출하정보

• 재고실사정보

• 현장검수정보

• 문서관리정보

• DATA 현황모니터링

• CCP 현황 모니터링

• KPI 현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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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리점 데이터 수집

DAU 도어센서 조도센서 온습도센서 온습도조절기 계량저울

• 작업장, 저장고의 온도, 조도, 습도, 문 열림, 닫힘상태를 실시간으로수집 및실시간 모니터링 이상발생시 실시간알람처리

• 원재료또는 제품의 중량정보를 수집

관리자 PC화면 CCP 모니터링 CCP 모니터링 데이터수집현황

관리자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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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검출기

• 금속/중량콤비형 금속검출기를 통한실시간 생산량및 불량집계 및실시간 모니터링

• 주기적금속검출기의 시편 테스트이력 정보수집

금속검출공정모니터링

금속검출키오스크화면 금속검출 PDA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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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AEJIN SYSTEM BUSINESS

협동로봇 금속검출기 자동 포장기

잉크젯마킹기

자동 부착 라벨러

식품 공정 자동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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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출저 : 푸드투데이신문기사

안영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사업이사

식품제조 공정상의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불시조사‧평가가면제되고

업체가자체적으로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HACCP 인증서에 스마트 HACCP 등록 사실이

기재되며 생산제품 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체

(품목)라는별도 표시또는 광고도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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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본사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4길 23-1

부산 지사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41, 129동 211호

TEL : 055-366-2413
FAX : 055-366-2418

oktjs@naver.com www.oktj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