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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for YOU

1. 회사 개요

 기업 일반 현황

글로벌 품질경영을 위한 통합품질경영(GQMS) 시스템 구축 서비스

- APQP 개념과 사상을 실현하는 품질경영 정보화 체계 구축

- Global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자동차 업종의 글로벌 품질 경영 협업 (Global-SCQM) 정보화 구축

- 기업 정보 인프라 지원 서비스 : PDM/PLM, ERP, MES/POP, BI

회사 현황

회사명 (주)솔바테크놀러지

사업자구분 법인사업자

대표자명 양 해 수

업종/업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자문 /서비스,제조 외

대표전화 02 - 862 - 4975 FAX번호 02 - 862 - 4947

영남지사 전화 051 - 714 - 3975 홈페이지 주소 www.solva.co.kr

 TQM 사업 전문화, 특화 (Since 1997)

2



Value Added for YOU

2. 주요 연혁

 글로벌 품질경영 정보화 전문기업으로 성장

설립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원

개발현황
*. 도면/기술자료 관리시스템
*. 지그설계 자동화 개발
*. 철탑자동화 Package 개발
*. EDMS. 시스템 개발
*. 기술정도 DB구축 및 컨설팅
*. 공정관리시스템 개발
*. ERP 시스템 개발
*. 통합생산관리 시스템
*. 금형 ERP 시스템 개발
*. 조선 EDMS. 시스템 개발

개발현황
*. 6시그마(생산성향상 시스템개발)
*. 제안/소집단 통합관리시스템
*. 클레임분석불량관리 시스템
*. 통합품질경영시스템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품질경영시스템(제안/분임/TPM)
*. 컨설팅프로젝트관리시스템개발
*. 국방통합품질경영시스템구축
*. 글로벌품질경영시스템구축
*. QIS21개발(닷넷기반 웹개발
완료)

개발현황

*. QIS21 Framework  Up-Grade

*. 협력사 필드클레임관리시스템

개발

*. 통합품질경영시스템

*. APQP based Framework 개발

2021년

1995

2000

2005

2011

1997

2003

2008

품질Data 분석Solution 개발

품질경영Solution 개발

SW 프로그램개발 개발현황
*. G-QMS 확장개발
*. 5스타 기반
*. 사용자 편의성강화
*. 표준화 DB
*. G-QMS Ver 2.0 Up-Grade
*. SPC 프로그램 개발
*. 신개발관리(PMS)개발
*. Lot 추적관리, HIVIS연계
*. 시장품질 고장율 분석

2016

개발현황
*. QM 기반 MES 개발
*. 량(量)과 질(質)의 스마트관리
*. 표준화 DB 고도화
*. iPOP 시스템
*. iPIS 시스템 개발
*. 금형/설비관리고도화개발
*. Digital Transformation 혁신
Tool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 스마트팩토리 응용 플랫폼개발

IoT, 빅데이터, 머신러닝/딥러닝,    
적용 데이터 플앳폼

Smart Factory Solution 개발

- 글로벌 품질경영 실현을 통한 고객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적 solution 개발

- 제조환경에서 글로벌 품질혁신 스마트화를 Leading 해가는 기업

ISO/TS 품질 경영 정보화
시스템 개발

APQP Based QMS 
Framework 개발

Data통계해석 Package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Package 개발

스마트 팩토리
G-QMS 솔루션
플랫폼 개발 & 

서비스

Industry4.0, 
Smart-Factory
(Iot, 빅데이타, AI, 
클라우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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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및 인증현황

 연구 개발 현황

[도면/기술자료관리시스템(OPT Base-2000)]

[CD 기술자료관리시스템(CD Docu-Manager)]

[클레임관리/불량분석관리시스템(FAMS)]

[APQP기반 통합품질경영시스템(QIS21)]

[금형 프로젝트 관리 ERP 시스템(MOLD-Xpert)]

[IPOP_생산실적관리 프로그램]

[IPIS_통합생산정보프로그램]

[SPC_통계적 공정 관리 시스템]

[품질 표준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

[금형관리 프로그램]

[QM 기반 MES]

[설비관리시스템]

[검사관리시스템]

연구 개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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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및 인증현황

 연구 개발 현황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제목 :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Iot 센스 환경의 인프라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

 컨소시엄 참가국 : 한국(스마트팩토리), 터기(빅데이타/머신러닝), 스페인(스마트팩토리), 

스웨덴(자동차 스마트 모바일), 포르투갈(스마트팜 적용)

 한국 컨소시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센스개발), 

㈜솔바테크놀러지(솔루션 설계 & 개발), ㈜래트론(시범적용 업체)

 개발내용 : 양산라인 고장 방지를 위한 사전 진단 예측 센스 모듈 및 Iot 기반 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

 미창부가 주관하는 빅데이타 시범 프로젝트 수행

 제목 : 자동차 부품기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ICT 융합 기반의 자동차 부품 산업 공통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메타빌드(빅데이타엔진공급), 솔바테크놀러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연구 개발 및 개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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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및 인증 현황

 인증 현황

6

[벤처기업 인정 :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INNO-BIZ)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Kibo A+ Members 기업 선정 : 기술보증기금]

[KISTI 패밀리기업 지정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협약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지정 : 고용노동부]

[부산시 투자양해각서]

[MES 정보화 지원 사업자 지정 : 중기청]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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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조직

 조직 및 인원 현황

구 분 인원(명) 구 분 인원(명) 비 고

특급기술자 14 고급기술자 8

중급기술자 9 초급기술자 7

웹 디자이너 1 기술영업 3

관 리 2 총 계 45 명

영업/마케팅 개발1팀 개발2팀 개발3팀

본 사 영남지사

영업 개발1팀 개발2팀 개발3팀SI 사업 유지관리

대표이사

경영관리기술연구소

조 직 도

인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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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현황분석
관리도

공정능력

평가

조건모니터링 / 검사성적

NG
조건 / 검사

data

DB

이상알림

부적합

입고품질
• 입고검사관리
• 협력사 관리

공정 量 관리
• 생산실적
• 설비 가동율

공정 質 관리
• 공정조건 / 검사
• 공정품질 (4M)

고객 / 필드품질
• 고객불만
• 클레임관리

신뢰성 / 계측관리
• 시 험 관 리
• 유 효 성 관 리

표준관리
• 생성 ~ 폐기
• 표준정합성

도면
설계 FMEA
공정흐름도
공정 FMEA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기준서

APQP 개발
• 개발일정 / 진도
• 산출물 관리
• 양산부품승인
• Open Issue
• 기술정보관리

도면 관리
• E-BOM
• 도면 관리
• 변경이력관리
• 배포관리
• 설계검증관리

협력사 협업 (SCQM)

• 도면

• 부품개발관리
• 입고 / 공정검사
• 부적합 / 시정조치
• 변경관리
• 심사 , 평가 관리

5. 사업 분야

 Quality Life Cycle 통합정보관리와 업무 , 프로세스 , 표준간 정보연계 체계

- 품질 ( 質 ) 을 바탕으로 량 ( 量 ) 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운영과 고객만족의 지속적 개선 시스템이 요구됨

- 최신표준에 의한 Quality Life Cycle 상의 공정운영과 모니터링 , 평가 , 분석 , 지속적 개선 업무 전개

스마트팩토리 품질혁신 응용 프레임웍

APQP 개발관리 프로세스 EO/ISIR/4M 변경관리 프로세스

개발Open Issue 관리프로세스 과거품질 신제품 반영 프로세스 시정조치 프로세스

PDM/PLM
연계
ERP 그룹웨어 BI/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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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IoT 데이터 수집 플랫폼

AI

AI 예방분석

머신런닝

추적 & 모니터링

빅데이터분석

Data 분석과 예방 ,

SPC 관리 & 모니터링

LOT 품질 정보

Data Visual &
Intelligence 화

신뢰성과 추적성

추적 관리

필드 Data
신뢰성 분석

타 기간 시스템

PLM

ERP

타
MES

그룹
웨어

기타
레거시
시스템

In
terface

설비 / 장치 최적
관리 및 예방

IPIS(Integrated Production Information System) : 통합생산물류관리
공정 물류관리 : 수주 -> 발주 / 입고 -> 생산 -> 자재 -> 출하 -> 고객
공정표준 & 품질관리 : FMEA->C/Plan-> 검사기준 , 공정조건 , 설비조건 ,Lot 추적관리

생산 현장 5M+1E 관리 및 추적 모니터링 체계

Client Layer

UI / UX
Framework

Process

Application
Layer

현장 Data &
정보 관리와
실시간
모니터링

-
-
-
-
-

입고관리 현황
공정관리 현황
출하관리 현황
클레임 현황
시장품질 현황

-
-
-
-

과거품질등록
과거품질현황
부서별 조치 내역
분석 현황

- 부적합 관리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개선관리 현황

신속대응
- 신속대응 현황
- 8D Report 관리

심사관리
- 사내 / 고객심사
- 관리 & 모니터링

> My JOB
> 공지사항 / 게시판
> 대외문

> 품질회의록
> 기본정보
> 시스템관리

제품실현표준관리

-
-
-
-
-
-
-

협력사 협업

-
-
-
-
-
-
-
-

변경관리

경영검토
분석현황과거문제관리

지속적 개선관리
개선관리

시장품질
클레임관리

- 클레임 현황
- 분석 현황

고객품질관리
- IN-LINE 품질
- 필드 /CS, RS

양산관리
- 정기 검사
- 입고품관리
- 공정 관리
- 출하 관리

SPC 관리
- 관리도
- 공정능력
- 상관분석 , 회귀분석

신뢰성시험
- 표준항목관리
- 시험관리
- 시험현황관리

계측기관리
- 계측기현황
- 검교정 계획 / 실적
- Gage R&R 관리

표준관리
- 기술표준관리
- 품질표준관리
- 기술자료
- 업무표준관리

* 공정표준특성
- 관리 계획
- 작업표준 / 골정조건
- 검사 기준

개발관리

표준문서관리
표준 ACT 관리
표준 DR 관리
프로젝트관리
개발변경관리
개발실적문서
Open Issue

협력사품질
개발 / 오픈이슈
PPAP 관리
수입품질
ISIR/4M
부적합 / 시정조치
심사관리
협력사클레임관리
협력사 심사 / 평가

변경관리
- ECO 관리
- ISIR/4M( 사내 / 협력 )
- ISIR/4M ( 고객사 )

금형관리
- 마스터정보관리
- 보전 , 수명 , 위치
- 금형 현황

제품 실현 Process 평가 & 분석

Process Monitoring

제품개발관리 개선관리프로세스 변경관리프로세스 과거문제신제품반영

프로세스 관리 & 모니터링

Web Browser (IE 10 이상 )

Web Server (IIS)

Smart Factory Application Framework

빅데이터 DB

Gateway

기기 PC 장비 설비 센서
주 )5M+1E: Man/Machine/Material/Method/Measurement,  Environment

5. 사업 분야

 Process 기반 Data 중심 스마트팩토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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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솔루션

• APQP 개발관리 시스템
• 양산관리시스템
• 신뢰성시험관리시스템
• 계측기관리시스템
• 통합검사관리시스템
• 고객/필드/클레임관리시스템
• SPC관리시스템

• 글로벌 품질혁신 디지털변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어플리케이션 전용 플랫폼

• 금형(개발/양산)관리시스템
• 설비관리시스템
• iPOP 물류관리시스템
• iPIS 물류관리시스템
• QM기반 MES 시스템
• 표준관리시스템
• APQP 기반 QLM

빅데이터 솔루션

• SIR(Solva Intelligent Report) 자동분석 솔루션

• SIEMENS 솔루션(SIEMENS 공급 Partner)

재난/환경/안전/에너지 솔루션

: 재난/환경/안전/에너지 분야

• 재난환경안전경영관리시스템
• 온실가스관리 & 모니터링
• 에너지관리 & 모니터링

사업추진방안

• 솔루션패키지사업
• 솔루션 Framework + SI 사업

• 솔루션ASP 서비스사업
• 솔루션클라우드서비스사업

글로벌자동차부품분야전문화

• 글로벌 품질경영 실현 정보 인프라 구축
- 고객의 High Quality, Low Cost 요구 확대

• 데이터 분석과 활용 서비스
• 교육 및 문제해결 지원 서비스
• 스마트 공정 & 스마트팩토리 적용
• 글로벌 해외공장 적용 & 모니터링

확산방안 (해외공장, 타업종확대)

• 국내 부품업체 해외공장 확산
• 글로벌 해외 부품업체들 전 해외공장 확산
• 타 업종(전기/전자, 반도체설비, 장치산업, 중공업)확산

솔루션의공공/교육분야확대

 지방시도, 투자 기관
 대학 스마트팩토리 실습실구축

 6개 발전사, 공기업, 
정부기관

5. 사업 분야

 솔루션 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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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for YOU

Data
+

Information
(기술, 지식, 경험, Know-How)

+
Process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시스템 운영 인프라 관리 서비스
(재난대비 업무 영속성유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공장으로 혁신 지원

품질혁신 Global-SCQM Network 구축 클라우드서비스

고객에게 품질 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5. 사업분야

 품질혁신 QLM Based Data Platform Cloud Service

솔루션 서비스 분석 서비스 자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인프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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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for YOU

6. 주요 구축사

 200여 고객사의 요구사항(Requirements)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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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for YOU

감사합니다.

l주l 솔바테크놀러지

서울 본사 영업팀 : 02-862-4975 

영남지사 : 051-714-3975

http://www.sol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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