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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에서 넬블록 생산공정은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요하고 복잡한 공정이고, 모든 선박  해

양구조물의 하부는 반드시 넬블록 생산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넬블록 생산공정은 병목공정으로 평가된

다. 공정의 생산성을 극 화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선박생산에서 가장 요한 기술 의 하나인 시뮬 이

션과 최 화기법을 활용하여 조선생산실행시스템(SPEXS)을 개발하 고, 넬블록조립장 용사례로 SPEXS- 

Panel을 구축하여 향상된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효과를 보 다. 더불어 SPEXS-Panel은 지속 인 개선을 통해 야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management of a panel block shop in a shipyard is a complex process that entails the largest amount of work and in which many 

decisions are involved. Shipbuilders have considered the process as a bottleneck since every panel for every ship and offshore hull structure 

must be processed through the shop. In order to maximize process productivity, simulation-based ship production execution system(SPEXS) is 

proposed for panel block operations utilising discrete-event simulation and simulated annealing. An application of panel block assembly shop, 

called SPEX-Panel supports production planners by general dispatching rules and metaheuristics to make better scheduling decisions on the 

shop floor. In addition, the system will help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yard with continuous improvement.

키워드 

생산실행시스템, 디지털 생산, 이산 사건 시뮬 이션, 시뮬 이티드 어닐링, 넬블록조립

Key word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MES), digital manufacturing, discrete-event simulation, 

simulated annealing, panel block assembly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2314

Ⅰ. 서  론

 

선박  해양구조물을 건조하기 해서는 강재 반입, 

치, 단, 소조립, 조립, 조립, 의장, 도장, 탑재, 진

수, 시운 , 명명식, 인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반드

시 거쳐야 한다. 언 된 모든 공정이 요한 공정이지만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그림 1과 같이 

넬블록 생산 공정을 거쳐야 탑재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 공정은 선박을 건조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공

정이다. 

그림 1. 넬블록 조립 로세스
Fig. 1 Panel block assembly process

하지만 선박 넬블록을 생산 시 상치 못한 작업, 

자동화 장비의 비선형  거동, 그리고 공정 간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한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

성과 불확실성은 선박생산에 있어서 리의 효율성과 

정도 높은 생산계획수립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넬블록 공정은 선후행 공정과 한 계를 가지

고 있어 긴  물량 요청에 해 처리가 신속해야 한다. 

넬블록 생산실행계획 담당자는 긴  물량 요청 시 

응 가능한 실행시스템의 부재로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 변경을 수행하고 작성한 계획은 검증 없이 작업자

에게 달한다. 

한 넬블록 공정에서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라인

과 달리 정해진 제품을 량생산하는 체제가 아니라 선

박 탑재 일정에 맞추어진 여러 호선의 블록이 혼재되어 

생산된다. 다양한 호선의 블록이 섞여 작업이 수행되고 

그 작업량 한 블록의 속성 정보에 따라 편차가 크다. 

블록 투입순서에 따라 넬블록 공정의 작업장별 작업

량의 변동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직장 는 반장에 의해 지시된 실행계획에 따

라 물량의 투입순서가 결정되고, 물량의 투입순서에 따

라 각 작업장의 작업량이 유동 으로 변한다. 물량의 투

입순서에 따라 계 작업장 간의 부하가 그림 2와 같이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물량 투입순서는 실행계획 

시 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공정 변동성으로 인해 작업

장 간의 부하 불균등 상이 래되고 작업자 간의 괴리

감이 발생한다. 

그림 2. 단  계 공정의 용 길이 변동성
Fig. 2 Variability of welding length per panel at tack 

welding 

뿐만 아니라 반별 조례 시 정량  근무시간계획  배

원 계획이 미흡하여 작업 지시 후 배원이 결정되는 실정

이다. 이를 명확히 리하기 한 한 생산계획 알고

리즘과 한 생산실행시스템 선택의 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이산사건 시뮬 이션(discrete-event 

simulation)이 조선산업에 도입되면서 생산 장의 동

인 변동성을 고려하여 생산 리자가 기존의 방식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복잡, 상호의존 , 확률 이고, 변동이 

심한 공정으로 여러 타입의 형상화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선박생산에서 가장 요한 기술 의 하

나인 시뮬 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조선생산실행시스템

(SPEXS: Simulation-based Ship Production EXecution 

System)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의 검증  효용성을 분석

하기 해서  업의 주간  월간 물량을 직  시뮬 이

션해 보고, SPEXS를 넬블록 조립장에 용한 사례인 

SPEXS-Panel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련 연구

해외의 표 인 생산 시뮬 이션 용사례로 

Frensberg 조선소를 손꼽는다. Frensberg 조선소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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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지 까지 시뮬 이션을 생산 장에 목하기 

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시뮬 이션을 생산 장

에 목하기 해 Simulation Toolkit for Shipbuilding 

(STS)을 개발하 다. STS를 활용한 사례  하나로 

Kaarsemaker와 Nienhuis는 시뮬 이션을 가공공정에 

용하 고[3], Steinhauer과 Meyer-König은 시뮬 이션 

기반의 블록 조립 공정계획시스템을 구축하 다[4]. 

Steinhauer과 Meyer-König 은 이산사건 시뮬 이션 패키

지인 eM-Plant를 활용하여 구축하 고, 사 으로 시

뮬 이션을 용하는 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 

Meyer Werft 조선소도 Shipbuilding process simulation을 

화두로 하여 strategic (long term), tactical (medium term), 

operational (short term)의 세 부분으로 나눠 시뮬 이션

과 연동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3.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로세스 흐름
Fig. 3 DSS process flow

Greenwood 등은 Northrop Grumman 조선소를 상으

로 시뮬 이션과 최 화 기법을 목하여 넬블록 공

장에 용하 고,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넬 공정

에 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 다[5]. 해당 연구를 

통해 개발된 DSS(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시뮬 이션 모델과 최 화 알고리즘을 통합

하여 의사 결정 로세스의 이해 계자(계획자, 넬공

정 매니 )를 효과 으로 보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

다. DSS는 넬 공정에 있어 여러 안들을 시뮬 이션 

한 후 주요한 공정 특징들의 변동사항(variations)과 작업 

결과물을 측정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넬공정의 효과

인 운  스 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략 으로 

여러 안들을 평가하며, 공정능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생산가능한 공정 수행능력을 비교하여(performance) 외

주(outsourcing) 에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큰 의

의라 하겠다.

공정 생산성 련해서는 조선소의 생산능력과 조립 

공정능력의 상 계에 한 부분을 연구한 사례가 있

다. 조립 로세스 별로 블록의 형상변화를 반 하고, 단

일 정반 내 블록을 효과 으로 배치할 수 있는 수학  모

델을 제시함으로써 조립 공정능력을 정 하게 산출하

기 한 정반배치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6]. 는, 조

선 공정계획의 수립 완성도 향상을 해 이산 사건과 이

산시간이 혼합된 시뮬 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커 을 구 함으로써 다양한 시뮬 이션 요구에 

응 가능한 시뮬 이션 시스템을 효과 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인 시뮬 이션 임워크를 제

안하 다[7]. 조선 생산공정  소조립 라인이 가지는 특

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일정계획의 문제를 도

출한 후 소조립 라인의 소일정계획 수립의 최 화 방안

으로 시뮬 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을 제안한 연구를 

통해 시뮬 이션 최 화의 요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8]

Ⅲ. SPEXS 임워크 개발

그림 4. SPEXS 기능  아키텍처
Fig. 4 Integrated functional architecture of SPEXS

ISO/IEC 15288 테크니컬 로세스와 ANSI/EIA632의 

요구사항 분석기법  아키텍처 설계 로세스에 하

여 수행한 SPEXS의 기능  아키텍처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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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산계획  실행계획의 통합 데이터 체계인 

SPEXS data hub이다. 이는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자원(resource), 일정(schedule)의 정보가 공존하나 유기

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 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구 하 다. 생산데이터 허

를 통해 어떤 작업을 가, 언제, 어디서 할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생

산정보 확인에 용이하다.

둘째, 계획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던 것을 

discrete-event simulation 기반의 실행계획 평가가 가능한 

SPEXS 생산 시뮬 이션이다. 작업장에서 작업요소에 

따라 변동이 심한 작업시간으로 인해 작업장의 공정능

력 측이 어렵고, 블록의 투입순서에 따라 각 작업장의 

작업시간에 큰 차이가 벌어진다. 이러한 공정 변동성으

로 인해 작업장 간의 부하 불균등 상이 래되고 작업

자 간의 괴리감이 발생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해 기존 

실행계획시 고려한 요소인 SEAM, LONGI, 수에 추가

으로 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크기,  두께 등의 복합

인 분석이 가능한 생산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5. SPEXS 생산 모니터링 임워크
Fig. 5 Production monitoring framework in SPEXS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 실행계획 최 화를 도

모한 SPEXS Dispatching & Optimization이다. 시뮬 이

션 모델을 활용하여 실행계획시 블록의 투입순서  작

업장 성능에 향을 미치는 몇 가지 라메터를 바꾸면

서 과다하게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 불필요한 시간을 

약할 수 있는 휴리스틱(heuristics) 기법을 통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시뮬 이션의 결과에 근이 가능하고, 시뮬

이션의 실험  설계(experimental design) 방법을 체계

으로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넷째, 실행계획시 생산 장의 황 악, 실 집계의 

번거로움을 해결을 한 SPEXS Production Monitoring이

다. 생산 장의 실행계획 수행시 많은 제약요소가 따른

다. 특히, 일간 실행계획과 실제 작업간의 차이 발생으로 

모니터링이 어렵고, 실시간 병목 상 악 제한에 의한 

처가 미흡하다. 이처럼 업 생산  간의 실시간 정보

달의 필요성이 증 되고, 긴  달사항 등의 실시간 

정보 달이 요하다[9].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SPEXS 생산실 집계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생산 

모니터링 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는 이동 작업 가능

한 모바일 무선 환경으로 정보의 효과  리를 통한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SPEXS 생산집계 모듈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통해 작업자가 입력한 

실 을 보 하고 있다가 SPEXS 데이터 허 에서 요청

시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 

그림 6. SPEXS 상세  사용자환경
Fig. 6 SPEXS specifications and user interfaces.

다섯째, 시뮬 이션 결과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SPEXS UI(User Interface)이

다. SPEX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통합데이터 체계, 

생산 시뮬 이션, 배정  최 화, 생산실 집계, 결과 

분석의 5개로 나뉜다. 각 모듈 간의 계를 표 하면 그

림 6과 같다. 통합 데이터 체계와 생산 실  집계는 PPRS 

Navigator 모듈이, 생산 시뮬 이션은 Simulation 모듈이, 

배정  최 화는 Dispatching&Optimization 모듈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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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터페이스는 Report View를 포함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담당한다.

Ⅳ. SPEXS 효용성 검증

4.1 SPEXS-Panel 시뮬 이션 모델 개발  검증

앞장에서 제시한 SPEXS 임워크를 바탕으로 그

림 7과 같이 넬블록 생산라인에 용한 사례를 

"SPEXS-Panel"이라 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이고자 한다. 넬블록 생산라인은 체 13개

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스테이션에 작업자

가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한다. 각 작업장에 필요한 제품

정보, 공정정보, 자원정보, 일정정보를 SPEXS-Panel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제품정보에 처리해야할 공

사기간  공사일정에 한 정보가 표 되어 있다.

그림 7. 넬블록 공정라인의 도식화
Fig. 7 Schematic illustration of panel block production line

AutoMod, SimFactory, PROMODEL, Taylor II, and 

QUEST와 같은 생산 시뮬 이션 패키지의 경우 그림 8

과 같이 구조화된 API 제공으로 생산계획  일정계획 

시스템 용에 용이하다. 하지만, 시뮬 이션 패키지는 

고가이고, 실행계획 단에서 필요한 기능을 다루기에 비

효율 이기 때문에 핵심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자 정의 넬블록라인 시뮬 이터를 구 하여 실행계

획 단에서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그림 8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 패키지 구 과 

이산 사건 기반으로 C#을 활용하여 직  구 한 두 가지 

사례를 직  비교하 다.

구축한 시뮬 이션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

증을 하 다. 첫 번째는 착수시간 기 의 리드타임을 

표 1과 같이 상호 비교하 다. 실제 작업시간과 생산시

뮬 이션을 통한 값을 보면 4% 이내의 오차가 발생한

다. 본 검증을 해 6일치의 물량인 70개의 블록으로 검

증하 다.

그림 8. SPEXS-Panel 생산 시뮬 이션 모델 비교
Fig. 8 Comparison of SPEXS-Panel production 

simulation models

두 번째 검증 방법은 일별 평균 작업시간을 상호 비

교하 다. 16일치의 물량 202개의 블록이 사용하 다. 

실 작업일수 16일간의 넬 물량을 시뮬 이션 한 후 

업 작업시간과 시뮬 이션 모델 시간과 비교하 다. 주

간 작업시간 비교는 하루  08∼17시까지( 심시간 1

시간은 제외) 8시간을 기 으로 하 으며, 작업시간 평

균은 6.4시간으로 t 검정  Chi-Square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  5% 내에서 본 모델의 평균 작업시간을 검증

하 다.

표 1. 시뮬 이션 모델 검증
Table. 1 Simulation model validation

Actual 

Work

Simulation model 

(QUESTTM)

Simulation 

model(C#)
Difference

6 days 75.5h 72.6h 72.8h 2.7h

여기서, 시뮬 이션 모델의 평균 작업시간은 표  작

업시간 8시간과 차이가 난다, 이는 시뮬 이션 모델의 

평균 작업시간은 정미시간으로 쉬는 시간, 작업 비시

간, 장비고장시간 등의 순수작업 시간외 시간들은 제외

되기 때문이다. 그림 9에서 9, 15일째 평균작업시간 보다 

낮은 이유는 극후  열 작업 는 추가 품질 검사 작업

으로 인해 실제 작업시간이 은 경우이다. 작업시간에 

한 여유율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통 

제조업의 경우 15-20%로 설정하나, 철강 는 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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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5%를 취하기도 한다. Niebel and Freivals에 따르면 

평균 17.7%라고 본다[10]. 본 연구에서는 여유율이 20%

일 때 실제 작업시간과 시뮬 이션 시간이 일치한다.

그림 9. 일일 8시간 기  작업시간(202블록)
Fig. 9 Assessment of day-time working hour subject 

to 8h (202 blocks).

4.2 SPEXS-Panel 시뮬 이션 최 화

공정 별 작업 시간이 정해진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넬블록을 상으로 할 경우, 각각의 블록은 공정별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컨베이어 형태로 블록이 투입된

다면 블록의 공정 별 작업 시간의 차이로 인해 다음 순서

인 블록의 기시간이 달라진다[8]. 

넬블록의 투입순서를 각 지역의 번지로 생각하고, 

추가시간을 지역 간의 거리로 생각하면 블록투입순서

는 마치 세일즈맨이 모든 지역을 가장 짧은 거리로 방문

하는 미정 다항식 문제(NP Hard)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

서 총 n개의 블록 있을 때 블록투입순서에 한 경우의 

수는 개의 조합으로 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정 다항식 문제의 성질을 가지는 블록투입순

서 문제의 역 최 해를 구하는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뮬 이티드 어닐링을 최

해 솔루션으로 용하 다.

블록의 기순서를 바탕으로 기 목 함수 값을 구

하고 최 해와 반복횟수를 기화한다. Pair-wise 

change, adjacent change, single change, multiple change와 

같은 이웃해 결정 방법에 따라 블록 순서를 바꾸고 목

함수 값을 구한다. 교환 이확률에 따라 재해의 여부 

결정하고 재의 블록 순서를 최 해와 비교한 후 조건

을 만족시키면 바  해를 최 해로 변경시키고, 그 지 

않으면 다른 해로 변경하여 그림 10과 같이 과정을 반복

한다.

그림 10. SA 알고리즘 흐름도
Fig. 10 The SA algorithm flow-chart in SPEXS-Panel

시뮬 이티드 어닐링에서는 역 최소값을 찾기 

해 이확률에 따라 네트워크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재 순서의 목 함수 값을   라 하고, 임의로 선택된 

이웃해의 목  함수 값을 이라 할 때,   이

면 선택된 이웃해로 이동하고, 그 지 않은 경우는 식 

(1)과 같은 확률로 선택된 이웃해로 이동한다. 여기서 

는 시뮬 이티드 어닐링의 네트워크 온도로 본 연구

에서는 식 (2)를 이용하 다. 기온도를 , 종료온

도를  , 시뮬 이티드 어닐링 시간을  (이

웃해의 선택 횟수)이라고 하면 와 ∆는 식 (3), 식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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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PEXS-Panel 시뮬 이션 결과 분석

140EA 물량에 한 실행계획을 해 투입순서에 배

정규칙(dispatching rule) 용한 결과를 비교하 다. 우

선 배정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블록 착수시 에 따라 6가

지 이스로 나 어 규칙을 용하 다.

1) CASE1: ESD(Earliest Start Date)

2) CASE2: SPT(Shortest Processing Time)

3) CASE3: LPT(Longest Processing Time)

4) CASE4: EDD(Earliest Due Date)

5) CASE5: SPT+SRPT(Shortest Remaining Processing 

Time)

6) CASE6: EDD+SRPT

표 2. 배정 규칙 비교
Table. 2 Dispatching rule comparison (140 blocks).

 #1 #2 #3 #4 #5 #6

리드

타임(hrs)
2020 2886 3672 2096 1930 1976

처리

시간비
1.05 1.50 1.90 1.09 1.00 1.02

지연

블록수
2 9 22 0 3 0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리드타임을 비교하 을 

때 ESD와 SRPT 배정규칙을 용한 사례가 가장 최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리드타임 측면에서는 가장 

결과가 좋았던 반면, 작업 물량의 due date 수 여부를 

별할 때에는 EDD 배정규칙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makespan 기 으로 별을 용이하기 해 리드타임의 

최소값 기 으로 표 화하 다.

SPEXS-Panel 용효과를 가시화하기 해 70개 블록 

물량을 입력 값으로 비교하 다. 시뮬 이션 용 후

를 상세히 비교하기 해서 시뮬 이션 에는 두 가지

로 나 어 분석하 다. Worst case인 LPT 배정 규칙을 

용하 을 때에는 주어진 물량을 처리하는데 127.1시간

이 소요되었고, 작업자 경험 기반으로 한 투입순서에서

는 72.8시간이 소요되었다. 시뮬 이션 시에는 배정 규

칙을 EDD와 SRPT 배정 규칙을 혼합하여 용하 는데, 

최  LPT 배정 규칙에 비해 작업 소요시간이 48% 정도 

감소하 다. 이는 넬블록 공장의 작업 투입순서가 공

장의 생산 능력에 지 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넬블록의 투입순서에 따라 작업장 간에 발생하는 기

시간이 처리물량의 리드타임 변화에 가장 요한 요소

로 단된다. 

표 3. 시뮬 이션 최 화 비교
Table. 3 Benefits of optimization in SPEXS(70 blocks).

시뮬 이션
경험 심

배정규칙

LPT EDD+SRPT 

72.8 hrs 127.1 hrs 66.8 hrs

시뮬 이션

최 화

용 용후

66.8 hrs 61.1 hrs
 

실행계획 담당자가 시뮬 이션을 통해 작업장 간에 

발생하는 기시간의 향을 직 으로 알 수 있고 배

정 규칙을 통해 가장 합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단 작업장에서 두 라인으로 분기될 때 SRPT 

배정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분기되는 공정라인 이후의 

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일정계획 시 

작업자가 최소의 리드타임을 갖는 블록 투입순서를 확

인할 수 있고, SPEXS의 Report view가 작업자에게 분기 

시 에 한 블록 별 분기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넬

블록 작업 시 최 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시뮬 이션

을 통해 직 으로 기시간을 일 수 있는 물량에 시

뮬 이티드 어닐링의 최 화기법을 용하 을 시에는 

표 3과 같이 61.1 시간까지 단축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LPT 배정 규칙에 비해 66시간까지 작업 소요시간

이 감소한 값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PEXS 임워크를 기반으로 조선

생산의 핵심공정인 넬블록 공장을 심으로 용 사

례를 설명하 다. SPEXS-Panel의 용효과를 가시화하

기 해 단계별로 작업 차를 표 하 고, 주간 물량

을 시뮬 이션 해 본 결과 SPEXS의 용 비 16% 정도

까지 리드타임이 어드는 생산성 향상을 보 다. 한 

SPEXS-Panel의 생산실 집계  실시간 피드백을 구

하기 해 모바일 무선환경을 활용하 고, 생산성 향상

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시스템은 넬공

정의 효과 인 운 일정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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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러 안들을 평가하며, 공정능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생산 가능한 공정 수행능력을 비교, 평가가 가

능하다.

SPEXS 용 후를 정량 인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

는 것 외에도 정성  기 으로 다음과 같은 생산성 향상

을 가져올 수 있다. 계획 담당자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

던 실행계획이 일정계획 평가 기능을 통해 객 이고 

정량 인 일정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기존의 SEAM, 

LONGI, 수에 의해서 작업량을 평가했었던 것에 반해 

업에서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크기,  

두께 등의 각 요소의 복합 인 분석으로 높은 정도의 실

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별 조례 시 정량  근무시간  배원계획이 힘들었

는데 반해 SPEXS-Panel 도입으로 근무시간  배원계획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장의 지속

인 작업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시스템

화 할 수 있고 이는 긴  물량 요청 시 즉시 조치가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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