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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S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제품의 종류가 많

아지면서, 기존에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하던 MTS(Manufacturing To Stock) 방식에서 소비

자의 주문이 들어온 후, 그에 맞는 옵션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ATO(Assembly To Order)나 

MTO(Manufacturing To Order)로 생산 방식이 변화

되고 있다. 기존의 MTS 방식에서는 대량으로 제품

을 생산하고, 제품의 종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계획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ATO나 MTO의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제품의 종류가 다양

하고, 주문 시점과 주문량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일정이 자주 변경되게 된다. 따라서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빠르게 수립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생산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수기로 입력하여 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관리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자동으로 현장에서 들어

오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제조실행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다. ISA 
위원회에서는 기업 솔루션을 5개의 Level로 구분

하였는데(ANSI/ISA-95, IEC/ISO 62264), Level 0은 

현장의 실제 제조 프로세스이고, Level 1은 각 프로

세스의 정보를 측정하고, Level2는 측정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Level3으로 보내고, Level3에서 들어

온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설비를 제어한다. Level 
3은 현장에서 들어온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여 

Level 4인 Business Planning 단계에 전달하고, 수립

된 계획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MES는 5개의 level 중 3과2의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생산계획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립된 생산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MES의 역할 때문에 제조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만 국내에 적용한 기업은 

드물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IT제조 솔루션

의 활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60개 중 

약 35%가 ERP를 사용하고 있으나, MES는 6.7%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MES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MES가 패키지 형태로 적용되어 현장에서 필요하

지 않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운용될 때까지 비용이

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원인이 된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MES의 기능을 분리

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조합함으로써 도

입과 운영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

다.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은 15개의 주 기능과 65
개의 세부모듈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맞춤형제조

실행시스템은 기업의 공정수준을 평가하여 65개
의 모듈 중 해당기업에 필요한 적정 모듈을 조합하

고, 이를 기업에 적용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평가->
적용->운용 단계를 거쳐 중소 제조 기업에 보급된

다. 

2. 평가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은 기업에 적용되기 전

에 제조기업의 공정 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제조공정의 수준 평가 체계는 중소기업들이 진단

을 통해 향후 기업 자체의 관리 및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요소를 기업 내부 관점에서 보고 있는 자원기반이

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총 5가지의 평가영역에 18
개의 세부영역과 21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 수준은 1단계인 Basic에서 5단계인 

507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merging까지 총 5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기업의 공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경험으로만 이루

지는 단계이며, 5단계는 동종기업의 제조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공정수준을 가진 단계이다.
기업의 공정수준에 적합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도록 AHP를 이용하여 생산활동과 수준별로 기

능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기업 생산관리 담당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기업 설문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에 대한 설문을 마치면 6가지의 생산활동

에 대한 그 기업의 공정수준과 다음 수준으로 올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MES의 모듈 목록을 볼 수 

있다.  

3. 적용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의 모듈

이 조합되었으면, 이를 기업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시스템 

설치, 현장자료 수집, 공장정보 구조화, 기준정보 

입력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수집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Shop floor data for the c-MES

구분 데이터

사용자 정보 사용자 이름/설명, 사용자 역할

공장정보
공장 이름/설명, 공장 가동시간, 작업 교대 
일정, 휴일, 설비 운용 일정

작업자 정보
작업자 이름/설명, 작업자 역할(담당공정, 
담당설비, 제품 등)

설비 정보
설비 이름/설명, 설비 유형(검사장비, 이송
장비, 생산장비), 설비 상태 변이(INIT, 
RUN, IDLE, DOWN, MAINT)

공정정보
공정이름/설명, 공정 단위(무게, 길이, 넓
이, 부피), 공정유형, 공정 설비

제품정보
제품 형태(원자재, 제공품, 완성품), 제품
구조, 공정 흐름, 안전재고량, 규격

공정흐름정보 공정흐름도, 적용제품, LOT 처리 흐름

품질정보
품질검사 이름/설명, 검사 공정, 검사단위, 
검사항목

협력사 정보 고객사, 외주사

수집된 현장정보를 이용하여 공장정보를 구조

화 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정을 LOT 단위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에서

는 LOT의 흐름에 대한 상태의 변화를 여러 단계로

구분 하였다. 크게는 작업이 실제 시작되고 마치는 

과정을 PROC로 하였고 그 외는 WAIT 상태로 두었

으며, 세부적으로는 Create부터 Ship이나 Terminal
까지의 단계적인 흐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정보가 구조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기준정

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쉬우나 공정과 제품에 대한 기준정보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준정보를 입력

하기 전에 각 정보들에 대하여 코드를 생성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코드로는 공장코드, 공정코드, 
제품코드, 설비코드, LOT 코드, 보너스 코드, 불량

코드, Hold 및 Rework 코드가 있다.
 

4. 운용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은 크게 모니터링 및 작

업지시를 내릴 수 있는 서버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로 나뉘는데, 클라이언트는 바

코드, RFID 등의 자동화 기기에서 직접 입력을 

받거나, 수동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직접 할 수 있도

록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 모니터링은 현재 각 

공정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정보를 포함하여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량현황파악, 계획대비실적

파악, 생산일보, 제공품 수준 파악, 수율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5. 결론

현재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은 보급 확산 프로

그램에 의하여 6개 기업에 보급 완료되었거나 보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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