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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manufacturing time and manufacturing process problems have a problem. 
In the pas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data by hand has been. Therefore, the production performance 
management information, and materials input, output information, equipment information of the failure of the 
management problems emerged. Through this research, improvements in real-time production information to 
collect distribution and overall productivity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the production process 
to improve the quality of management, efficient production methods are presented. is a stable quality control. 
POP system The new building should be. This is the executive or administrative decisions support. It 
increases productivity, efficiency, and reduce production costs, increase product reliability. This will increase 
the company's reputation. This increases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POP system toward the future 
with the new destroyer to prepare for our company. Collectively POP system build this research improves the 
reliability of the product. Improves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The expansion of product sales is.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business.

Key Words : ERP(Enterprise Resource Plan, 총관자원계획), BPR(Business Planing Resource,     
    업무자원계획),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 정보관리), UPH(User Per Hour, 단위시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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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업의 일반 인 제조공정 로세스의 흐름에서 

공정상의 많은 시간과 문제를 가지고 공 의 원가 

로스를  안고 있으며  생산 공정 정보가 실시간으

로 집계처리 되어야 되는데 수작업에 의해 입력되

어 짐에 따라 생산실 , 자재 입 불출 실 , 설비

고장 정보  생산 장 작업자의 효율 정보에 

한 리에서 문제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POP  MES분야에서 생산 장의 정보를 실시간

으로 리하여 통합 생산 공정 리시스템을 개선

하여 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최 의 정

보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여, 생산 공정 리의 합리

화 방안의 제시  생산성향 상은 물론, 안정 인

품질 리를 수행하고자 POP 시스템을 최 의 시

스템 구축을 통해 경 자  리자의 신속한 의

사결정 지원과 생산효율성증가  원가 감을 통

한 기업경쟁력을 강화,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기

업경쟁력 강화,  고객 품질서비스 향상으로 신인

도 향상, 미래 경  비를 하여 생산정보화시스템

이 극 요구되고 있다. D사의 생산설비는 자동차의 

주요 핵심부품인 자동차시트의 부품 생산을 한 자

동화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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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보화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외 수출시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실시간 제품 품질 정보의 악이 

곤란하여 신속한 경 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없

어 결국 기업 경쟁력이 상실되고, 고객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D사는 제품의 신뢰도 향상, 생산

성 효율 증가, 고객 서비스 향상, 매 창출 기회 확

, 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경  비를 하여 

스공정의 생산정보화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MES와 POP SYSTEM 정의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MES)은 주문으

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990 년  미국의 메사 세츠주 보스턴시에 소재

한 컨설 회사 AMR(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사에서 최 로 소개 되었으며, 제조업의 

시스템 계층 구조를 계획-실행-제어의 3 계층으로 

구분하여 실행의 기능을 MES 로 정의하 다. 재

의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MES는 데이터들이 

발생할 때마다 장의 활동을 리, 착수, 응답하

고 보고한다. 변화 조건에 한 빠른 응답은 비 부

가가치 행 의 감소에 을 맞추는 것과 더불어 

장 작업과 공정을 효과 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MES는 양방향 통신에 의한 공  체인과 기

업의 반 인 생산 활동에 한 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생산 계획에 따른 실시간 

황 악, 계획된 작업의 수행  리, 품질 리 

등을 수행하여 실제 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POP(Point Of Production:생산시  정보

리)는 1984 년부터 제창되고 있는 BPR보다 훨씬 

이 에 공장의  장 리자에 한 정보 지원을 

목 으로 제안된 것이다. POP란 생산 장에서 시

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생산정보를 그 정보 발생원

인 기계, 설비, 작업자, 가공 상물 등의 4 가지 측

면에서 직 (페이퍼리스) 정보를 수집하여 리얼 타

임으로 장 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장

리자의 단 결과를 장에 다시 지시하는 것등을 

포함한다.

2.2 Seat부품 제조프로세스 흐름 분석

'Fig..1'에 의해 자동차시트부분의 제조 로세스의 흐름

을 보면  업에서 거래처 등으로부터 생산계획 는 

납입지시를 수  자체 생산계획수립을 업체 간의 

VAN, 기간 MIS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부서에 1차 으

로 생산계획을 수립  일정 리를 당일 작업지시로 

발행  배포를 제품별로 하며 스물의 작업실시 

 작업내역을 기재하며 그 작업 지시 서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자재  구매에서는 완제품을 

창고입력과 창고 리 창고출하를 통한 제품출하로 고

객에게 출하를 자동으로 하고 "Fig.2"에서 생산 장 감

Fig.1 Flow of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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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생산설비 라인의 가동상태를 Press Line  Press

장비로의 자재보 은  력회사로부터 자재입고를 받

고 자재 리부서에서 자재의 수입검사를 통한 자재창

고 리 자재창고 출고의 Process로이루어진다. 

 

Material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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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  Press Works Materials Flow      

2.3 프레스공정의 생산정보화 구축 개요

‘Fig.3’에서 이러한 공정의 문제 은 생산계획 수립  

일정 리, 작업지시서 발행과 배포를 제품별로 작업지

시, 실 리, 자동처리 각 생산설비의 완성을 통해 

Input Output신호를 취합하여 TCP/IP로 변환 후 서

버에 송 처리하며 기타 공정  스 공정 등은 

장 설치된 WBT에서 수동으로 실 이 입력되며 생

산/품질의 실시간 조회는 PC를 활용하여 조회하며 설

비 리는 각설비의 고장 황  가동률 리를 실시

간 감시하게 된다. 

    

2.4.현 프레스 공정의 문제점 분석 

원자재(코일) 리 방안은 재 입력  출력 리 

로그램은 운 되고 있으나 입고 없는 출고가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별 일 생산계획을 편

성하여 작업 지시가 내려갈 경우 반드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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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번호에 해당하는 형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야 한다. 장에서 사용하는 형에 하여  같

은 형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비 가동 사유 

 불량사유가 코드로 리하기에 많으므로 장

에서 상세사유를 등록하기 어렵다. 형 리의 경

우 양품 생산 에 신규제작에 소요되는 소모품등

을 리하므로 P2단계 이 에 형 스 에서 

형코드를 등록하여 리함. 이에 생산계획과의 

연동에 반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형 수리를 

한 소모품의 다품종으로 인한 형 유지비 산정이 

어려우며 략 하나의 형에 3000개의 부품이 존

재한다. 형유지비 산정을 한 단가의 책정이 모

호함, 재 월 발주 액을 해당 월 유지비로 산정

함으로써 실 유지비 산정이 어렵다. 형 소모품의 

재고 리 방법 미비하다. 스 단품에 한 생산

입고는 처리가 가능하나 재고 리를 한 실시간 

출고 리가 되지 않고 일 처리가 되므로 스 

단품 실시간재고 리가 제 로 되지 않는다.

이론 Scrap 과 실제 계측Scrap과의 차이 발생하며 

재 불량품을 Scrap 처리한다. 실제 장에서 제

품생산이 잠시 지 될 수 있으나 비 가동으로 분

류하기가 모호한 부분 발생하고 있다. Stroke으로 

4개의 단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형이 존재한다. 

SET로 구성된 형의 경우 장에서는 하나의 

형으로 리한다.

2.5  프레스공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바코드를 이용한 입고  출고 리 (입고 시 코일

에 바코드 출력  입고처리하고 출고 시 장에

서 바코드  Scan을 통하여 출고 처리)  신규 구축

되는 장 단말에서 직 코일 번호를 입력(입고가 

없는 코일번호에 해서는 출고 처리와 동시에  

미 입고 처리를 통한 입고처리를 유도)  재고 없는 

출고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선 

입고 후 출고로 처리하며  생산완료시 에 코일에 

하여 출고처리를 한다. 작업 지시된 형에 문제

가 발생하여 작업이 불가하면 형번호를 변경처

리 실제 작업 형과 실 형이 틀린 경우에 형

의 실 한계 Stroke를 계산할 수 없고 형별 실

을 악할 수 없다. 형 리번호를 라벨로 출력하

여 장 형에 부착하여 리한다. 비 가동사유, 

불량사유를 분류, 분류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여 

장에서 분류 등록 후 작업일보를 통하여 상세

사유를 등록하여 리함. 장에서 발생과 동시에 

상세사유를 등록한다. 양산시작일을 사용하여 생산

계획에서 반 하여 사용하도록 구성한다. 자주 사

용하는 표  품을 선정하여 1차 리를 목표로 하

고 2차로 기타 소모품을 리할 수 있도록 확 한

다. 최종 입고단가를 용하여 출고 시 단가를 확

정하여 형 유지비를 선정, 구매품 단가 리이력 

테이블을 통한 출고단가를 결정하여 출고처리 한

다. 형소모품에 하여 입고처리하고 형작업일

보에서 출고 처리하여 재고 리 한다. 생산 의 

단 시간별 작업 실 을  리함으로써 UPH 황

을 통한 작업장 출고 신뢰성 확보한다. 불량 발생

분에 해서는 불량으로 처리하여 실 Scrap과 실 

계측 Scrap과의 차이를 최소화 한다. 특정시간(1분) 

이상 생산실 이 집계되지 않으면 비 가동 처리하

며 비 가동 사유의 경우 즉시 입력 혹은 차후 입

력시켜 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형별 Cavity

를 리하여 작업지시 형별 품 번 별 작업지시

를 통하여 Cavity에 따른 단품실 을 수집 랜덤 라

인의 경우  형이 Set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형으로 리하지 않고 7개의 단  형으로 구

성하여 리한다. 

     

3. 프레스공정의 생산정보화 개선구축

‘Fig.4’에 의해 시 리 생산정보화의 업무Flow를 살

펴보면 물류부분 즉 생산 리 자재부분과 스 작

업장 , 스 형 리 장과 형의 유지보수를 하

는 공무 트의 리가 함께 유기 으로 연계되어 생

산 리 자재에서 스물의 원자재의 코드를 입고로 

등록하여 스 작업장으로 내려 보냄과 스의 

일/주간 생산계획의 편성정보를 생산계획 황을 조

회를 통해 각 형별 생산 실 처리를 거처 코일원자

재의 출고 처리를 한다. 형의 유지보수 트에 각 

형의 한계수명 상태 등 여러 기 정보의 조건들을 

악 한 후 물류 트의 스 원자재의 기 정보(안

재고, 형상태정보, 코일정보)를 통해 단품  코일 

재고를 악하고 스의 일/주간 생산계획을 편성

하며 형사용계획을 편성을 통해 확정일 추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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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4 The Flow of Press Product System Process 

원자재사용계획을 통한 임가공발주 처리한다. 스

의 일/주간생산계획편성을 통한 스가공의 장에 

형의 비 작업을 거처 형작업일보를 등록하고 

형의 유지보수 트에서 형의 가용여부 단을 통

한 형의 이력정보 장하고 유지비 황 비 가동 

황 기 형을 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형별 생산

실  처리에서 비 가동(설비/ 형)등록을 통해 스 

형 장에서 비 가동 상세 내역을 입력하여 비 가동 

분석 집계 표를 만들어 낸다.

스 일/주간 생상계획 개선 Flow는 생산계획에 미

치는 로세스는 물류(자재) 물류(생산 리) 스 작

업장 스/ 형 역에서 생산계획이 이 지며 자

재 트에서 원자재(코일)출하를 등록하고 출하송장기

으로 코일의 입고를 확인하고 외주 단품사 신청

황, 코일입출고 황 리하며 코일 규격별 로트량을 

계산하여 작업 가능한 코일을 지정하여 생산계획에 

평성하며 형단 로 작업지시를 배포하며 일가공할 

코일을 발주한다. 생산 리에서는 스일 소요량

황(열처리 계획량을 반 )단품수주 황 스 단품 

입/출고 황을 통해 코일과 스의 기 정보에 의

해 안  재고확보를 통해 스 일/주간생산계획을 

편성, 형사용계획서편성, 원자재(코일) 확정일 추가 

3일재고 사용계획을 자고 코일 임가공 발주나, 생산계

획으로 정보를 넘겨 다. 스 작업장에서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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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트의 스일 소요량 황을 통해 월 소요량

리(원자재 소요량 설비/ 형 성능효율 측분석), 

스의 단품조립과 공정 출고 등록 (간 )하고 일/주간

생산계획을 통해 작업지시서 조회 스생산실 집

계를 통해 코일출고 처리를 한다.

한 ‘Fig.4’에 의해 스 재고 리 개선 Flow는 생

산 리에의 물류에서 스 일/주간생산계획 편

성을 통해 스 작업장, 생산 , 조립공정을 수

행하며 이는 스 생산실 집계, 불량등록을 통

해 단품입고등록을 처리하고 생산 에서는 시간

별 작업 실 을 리하며 단품출고등록을 간 이

력을 리하며 조립, 특정사 ( 업반출실 ), 외주

사  (자재사 반출실 )의 발생 시 스단품 실

시간 출고처리를 하여 스 작업장 이론 재고

리(입고량-출고량)의 이론재고 황을 용기별 리

로 이론재고 비실사재고를 등록하고 이는 스

설비별 실사재고입력을 작업자가 한다. 생산 과 

조립공정에서의 재고 황(제품실 -출고)에서 재고

황 비출고등록을 하고 입출고 황을 집계함과 

동시에 생산량을 확정지으며 설비별 제품출고 시 

출고량을 등록하는데 재고장에서 제품고시 출하로 

보며 공정재고 반 은 하지 않는다. 스 일/주

간생산계획편성에서는 첫째 입고 처리 실시간 가

능 출고처리 실시간 리 불가로 이론 재고 실시

간 리 어려움 .시간당 생산실 (UPH) 리 철

하게 해야 하고 둘째 설비 별 실사재고 등록을 해

야 하며 이론재고 비 실사재고 등록하고  재고

악 시간 20분 소요되며  셋째 실사재고/출고 등

록 시 공정재고 리 방안을 세워야 하며 넷째 실

사재고 악으로 인한 기 재고 확정시 공정재고 

리가 정확해야 한다. 입고 량 비 출고량 이 부

정확 할 수 있다.

‘Fig.4’에 의해 원자재 입/출고  Scrap 리 Flow는 

물류 스 일/주간 리 생산계획 편성으로 코일 규

격별 Lot량을 산출하는데 첫째 생산계획 편성 시 작

업코일지정(품번 별 작업 코일번호지정 지시) 둘째 코

일작업  코일 교체 시 코일 재고 리방안을 모색 

한다. 스 작업장에서는 생산계획 편성에 의해 

스 생산실 집계, 불량등록, 코일출고 등록, 코일의 

Loss 량산출 (코일 량-(생산실 량+불량 량) 코

일의 미 입고 발생 시는 자동 미 입고 등록을 통하여 

원자재 입/출고 조회와 원자재Scrap조회를 한자. 이때 

실  Scrap 량은 (생산실 발생시 Scrap 량(BL 량

-Net 량)+불량발생 량+코일Loss 량)으로 계산 처리

한다. 자재 장에서 원자재(코일)출하 등록 후 출하 

송장기 으로 원자재(코일)입고 황확인을 D사  

자재 이 하고 미 입고 등록 DB에서 원자재 미 

입고 황조회를 통한 장 조회 후 출하송장기

으로 미 입고 황상세 등록을 통한 코일의 입/출

고(재고) 황  코일투입 황 스크랩 황, 원자재 

회수율 황을 입력하고 물류자재 사무실에서 원

자재 입고 황 조회  원자재입고 정산처리를 함

으로 원자재마감 정산 황을 입력 처리한다.  

‘Fig.4’에 의해 형업무 개선 Flow는 설계에서 

형개발을 통해 설계사양배포로 내외제작 형을 구

분하고 원자재 정보등록(규격/ 량)하고 내외제작

리로 품번별 형입고 황 조회  원자재입고 

정산처리를 함으로 기 정보를 등록( 스/ 형)

하여 외주개발 형을 등록한다. 형의 스기와 

형제품 역에서 형의 물류를 생산 리, 형

장과 형 리 사무실에서 형계획 편성기 일 

3일재고 기를 통해 형 품번별 이력 리 비 

등으로 형의 수리작업 일보등록과 기계가공 작

업일보등록과 형의 입출고 리를 행하고 리사

무실에서는 형 유지보수 황, 형의 비 가동

황, 형수리, 가공 황 이력 리 등을 한다.

4.프레스공정 생산시스템의 구성
  

4.1 프레스공정 생산시스템 DATA의 흐름 

‘Fig.5’에서 생산시스템의 흐름을 보면 자재 코일을 

입고하여 스장비에서 형으로 제품을 스

성형을 한 Data는 PLC를 이용한 을 인출하여 

장 단말기에 Data를 뿌려주고 장 단말기에서 

는 코일등록 생산실  수집 비 가동 사유 입력 불

량수량 사유입력을 하며 POP서버 로 Data를 장

함과 동시에 생산계획 확인 후 POP 서버를 통해 

장 사무실에서 형을 비하여 형의 교체작

업 시기를 결정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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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Data Flow of Press Work Process  

 

4.2 PRESS장비의 DATA흐름

‘Fig.6’에서 PRESS장비의 Data흐름을 보면 스

에서 가공되어지는 제품의 Data는 단자 로 Data

를 주는 과정에 24V의 기신호로 송하고 그

기신호를 릴 이가 이 기신호를 무정 의 신

호로 변환해서 PLC로 송하고 PLC에서는 

RS232C 시리얼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정보를 취합

해서 POP 단말기로 송하고 송된 Data는 POP 

서버에 장하는 Data 흐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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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6 Data Flow of Press Machine 

5, 효과분석 

5.1 정성적 효과

업무개선의 효과로 비 표 화된 양식  업무 차 

의 간소화와 표 화실 이 되었다. 제조 정보화의 

인식변화로 POP시스템의 용에 따른 임직원  

장 직인원의 제조시스템의 인식변화 했다. 외주

업체와의 긴 한 조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에 

따른 유 감형성과 지능제조 시스템 용 으로 인

한 비용의 감의 고취시켰다. 작업지시서의 온라

인 배포공정 물품 표 자동 발행으로 실시간 공정

재고 리가 되었다. 스라인 황 악, 생산설

비 이상 악, 생산 설비의 생산성의 실시간 악 

되었다. 부서/ 력업체간의 정보공유 비효율 인 

업무  복업무 제거와 신속한 문제  해결과 

업체 응시간 단축했다. 검사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하여 불량 원인을 분석  불량률 감소와 생산

리드타임 감소  생산성 향상이 다. 

5.2 정량적 효과

원자재 수불의 1개월 단 , 공정  외주재고 악 1

일 단 , 생산실  마감 등록의 1일 단 , 생산 설비 

이상 악의 1시간 단 에서 실시간 처리 되 었다. 

생산성 5%향상, 인력 5% 감, 노동비용 3% 감, 공

정리드타임 5%향상, 리비용 10% 감 되었다.

6. 결 론

(1), 상  시스템인 ERP로 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여 최 의 ERP시스템 활용을 지원하 다. 

(2), 생산  품질업무 와 공정 Process의 표 화   

 수립에 기여하여 표 화의 완성도를 높 다. 

(3), Input 비 Output의 정확한 실  악을 바  

 탕으로 한 수율 리가 효과 이었다,

(4), ERP시스템과 POP시스템 간의 연동을 통한 정  

 보공유의 시 지효과로 Digital경 을 이루었다. 

(5), 고객 Claim  고객 응 서비스의 신속성과   

 명쾌한 응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 다. 

(6), 고객  력업체에 한 서비스 질의 향상  

 과 비용 감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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