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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에 많은 중소 제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불량

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길 

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조실행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과 생산시점관리(POP 

: Point of Production)를 도입하고 있다[1]. 생산시점관

리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값(생산량, 가동/비가동 여

부 및 시간, 품질 현황, 불량 현황 등)을 시점별로 습득

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분석 및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고 이러한 POP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생산계획, 품질관리, 작업 지시 등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것이 제조실행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제조실행시스

템과 생산시점관리 시스템은 작업지시 편성 및 작업부하 

조정, 품질관리 모델, 설비 모니터링 및 계획대비 생산 

실적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2]. 

  본 논문에서는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

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성 분석을 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시각화를 하여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생산성 분석
  

  제조 산업에서 생산성 분석은 보통 일별, 월별, 연도별 

생산성을 많이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일별, 월별 생산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업에서 공정, 환경, 사람에 관련된 많은 데이

터가 있는 POP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선 불

량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POP시스템의 데이터

를 활용해서 검사 공정별 LOT의 불량 제품의 개수를 파

악하였다. 검사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불량 제품이 

검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크게 가성불량 제품과 

진성불량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가성불량 제품은 제품

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정상제품으

로 다시 판별 되어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이동하는 제품

이고, 진성불량 제품은 여러 번의 검사 시도를 함에도 불

구하고 불량제품으로 판별된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다. 

이렇게 도출된 불량의 개수, 총 생산량, 양품의 개수를 

파악하여 막대그래프, 히트맵, 선 그래프로 시각화하였

다.

Ⅲ. 생산성 분석 시각화

  여러 공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기본적인 

생산 수량과 불량 수량을 그림 1의 파란색 그래프처럼 

시각화하였다. 설비의 자동화로 생산량에 비해 불량이 

매우 적어 불량수량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림1

의 주황색 그래프처럼 표현해 불량의 수량과 진성불량

(붉은색)과 가성불량(주황색)의 비율을 파악 할 수 있도

록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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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내의 많은 중소 제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길 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조 실행시스템 및 생산시점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산시점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별, 월별 생산성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다양한 시각화 기법으로 가시화하여 특정 달이나, 특정 시간에 불량률이 높아지는 형

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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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단순한 일별 생산성 분석 시각화

  연구를 함께하는 현업 담당자와 토론을 해본결과 여러 

공정의 생산량과 불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

별로 시간에 따른 생산성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토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 별로 하

루에 어떤 시간에 불량이 많이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를 구현하였다. 그림 2는 특정 공정의 일별 생산

성 분석 결과를 히트 맵으로 시각화 한 결과이다. 히트 

맵은 주로 비교가시화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시각화 

기법으로 한 칸의 색상으로 데이터 값을 표현한다. 가로

축은 1일부터 31일까지 세로축은 0시부터 23시까지 표현

하였다[3]. 일별 시간대별로 불량 제품의 개수가 많아질

수록 색상을 다르게 하여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에 불량

률이 높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그림 2. 일별 생산성 분석 시각화

  그림 3은 1년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 공정별 

생산성에 대해 선 그래프로 시각화 한 결과이다. 전체 생

산제품 개수 대비 양품의 비율로 가로축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공정이 90%이상의 양품생산율을 보이지만 특

정 달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 월별 생산성 분석 시각화

Ⅳ. 결론

  제조 공정에서 쌓여만 있던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 생

산성 분석 시각화 해보니 가성불량이 많은 공정, 불량이 

많은 공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 일별 생산성 분석 시

각화를 통해서는 근무자 교대시간, 식사시간, 설비 재가

동 시간 등 특정 시간에 불량이 많은 패턴을 보였다. 일

별 이상치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는 해당 일에 이상기

후 등 특별한 요인이 있는 이상치 분석에 밑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공정에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파악 시각화하는 연구 수년간의 

생산성을 시각화 하는 연구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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