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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t management have a greatest influence on the corporate variety of tasks such as production, 

quality, environment. So, various performance indices for plant management are operating. But plant 

management tasks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so that all of how to organize and efficiently manage 

indicators is lacking real condition

  In this paper, improved profitability, cost savings by applying the concept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plant management services, such as the key indices fo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objectives of the firm. Dashboard for plant management work using me to develop a system that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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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설비는 생산을 통한 수익성 향상

의 주체가 됨은 물론 고장 및 운영효율에 따른 비용발

생  의 주된 대상이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설비를 관리 

운영하는 설비관리업무는 생산기술 및 고장에의 대처라

는 기술적 업무와 더불어 효율적 관리업무를 통한 생산

성 향상과 비용절감의 관리적 업무가 함께 포함된 기업

경영의 핵심 활동이다. 설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업무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BSC(Balanced Score card)는 다양한 관점을 기

준으로 균형있는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1,2,3,4). 설비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성과평

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5,6)더불어 BSC를 이용한 성

과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7]. 

  대시보드(Dashboard)는 중요업무에 대한 측정과 모

니터링을 위한 핵심적인 경영도구로서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과 더불어 기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8,9).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인포그래픽(infographic) 개념을 이용하여 지표에 대한 

정보를 표현함으로서 사용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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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관리 업무는 경영관리를 지원해주는 하위시스템

(sub system)으로 생산, 품질, 환경 등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지

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설비관리 업무가 효과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표를 체계화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비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평가 개념을 적

용하여 수익성 향상, 비용절감 등과 같은 기업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업무성과에 대한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시

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가 쉽

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MS-EXCEL을 사용한다. 

개발되는 대시보드시스템은 설비관리 업무에 대해 효

과적으로 성과관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낭비비용의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설비관리 업무와 성과평가

  설비관리업무에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과 

다양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일이 필요하다. 

2.1 설비관리 업무와 지표

  설비관리 업무에 있어서 사용되는 지표는 고장율, 신

뢰성, 보전율, 예방보전 수행율 등과 같이 고장 및 보

전업무와 관련된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11), 설

비가동시간과 같은 생산업무지표, 설비로 인한 불량률 

등과 같은 품질업무지표, 설비의 CO2 발생량 등과 같

은 환경지표 등과 같이 다양한 업무와 연계된 지표 또

한 많이 사용되고 있다[12].

  <Table 1>은 이러한 지표의 예를 나타내었다.

<Table 1> An example of Performance Indices 

for plant management

지표명 단위 산출식

보전작업건수 건 기간별 보전작업 횟수

점검작업건수 건 점검작업 횟수

돌발고장건수 건 발생횟수

MTBF hr 가동시간/고장정지횟수

MTTR hr 고장정지시간/고장정지횟수

설비종합효율 % 시간가동율X성능가동율X양품율

시간가동율 % 가동시간/부하시간X100

성능가동율 %
이론사이클타임X가공수량/가동

시간X100

제품불량율 % 불량제품수/생산량X100

수율 % 생산량/원재료투입량X100

보전비 

원단위

원/

톤
수선비/생산량

예방보전율 % 예방보전건수/보전건수X100

계획정비율 % 실시정비건수/계획정비건수X100

2.2 설비관리 업무의 관점 및 성과지표

  BSC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성과지표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균형성과평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점은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및 학습과 성장 등 4가

지 관점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BSC의 구축 사례에서 

이러한 4가지 관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

비관리 업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Figure 1>의 6가지 

관점에 의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13].

(1) 생산성 관점

  설비가 갑작스런 고장없이 잘 관리된다는 것은 보유

설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생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비관리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설비가동율, 고장정지시간 등의 지표가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지표의 값을 관리하여 설비관리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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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plant maintenance 

(2) 비용효과 관점

  이 비용효과 관점은 설비관리 업무를 통해 단위 원가

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낭비 비용을 줄여 단위 원가를 줄일 수 있

도록 할 수 있으므로 고장수리비용, 예방점검비용, 외주

작업 비용 등의 지표가 이에 해당된다. 설비고장 건수,

예방점검건수, 돌발고장 건수, 예방보전 건수 등의 보조

지표 또한 비용효과 관점의 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3) 학습관점

  학습은 구성원의 업무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비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시킬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학습관점을 다루어야 하며 자체교육 

건수, 외부교육 건수 등의 지표기 사용될 수 있다.  

(4) 안전관점

  기업의 안전사고는 경우에 따라 기업의 존폐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하며, 만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허용한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전사고 

발생건수, 페일세이프(fail safe)개선 건수, 안전교육 횟

수 등의 지표를 통해 설비관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5) 품질관점

  설비로 인한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의 오작동

이나 작동불량을 방지해야 하며,  안정적인 품질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설비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방점검 횟수, 설비로 인한 불

량건수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6) 환경관점

  환경문제 또한 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환경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만일 환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허용한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교육 횟수, 사고방지를 위한 예

방점검 횟수, 개선 건수 등의 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Table 2>는 이러한 6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의 사례이다.

<Table 2> Performance indices based on the 6 

perspectives

관점 지표명

생산성 

설비고장 정지시간 

설비 가동율

고장 강도율

설비고장 건수

비용효과

고장손실 비용

외주작업 건수

외주작업 비용

비용절감 액수

학습

외부교육 일수

내부 자체교육 일수

교육인원수

안전

안전사고 발생건수

Fail safe 개선 건수

안전교육 횟수

안전사고 손실비용

안전사고 방지 점검 횟수 

품질

설비별 불량률

계측기 검교정 실시율

오작동 건수

작동불량 건수

환경

환경교육 횟수

환경 사고 발생 건수

환경사고 손실비용

환경사고 대비 설비개선 건수

3. 업무성과 대시보드시스템 

  속도계, RPM 표시계, 연료게이지 등 중요한 몇가지 

사항만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소수의 정보를 중점적

으로 관리하면서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대시보드

시스템은 이러한 중요한 소수의 지표가 의미하는 정보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그래픽을 정보와 

연계시켜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Figure 2]는 이러한 

대시보드시스템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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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shboard of Micro Strategy inc

3.1. 대시보드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성과평가시스템에서 핵심성과지표는 지표의 성과치

(scorecard)를 이용하여 운영된다.  이 성과치는 수치

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이용하여 비교 및 

계산 등이 가능해진다. 성과평가를 위한 대시보드는 이

러한 성과치를 대상으로 그래프 및 표를 이용하여 모

니터링 기능을 구현한다.

(1) 지표점수의 산출방법 

  각종 핵심지표들은 지표별 목표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값과 성과치를 비교하여 지표의 점수를 산출한다.

<Figure 3>은 성과평가 지표의 평가를 위한 지표의 

목표값을 산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3] Calculation method for target value of 

performance indices 

  <Table 3>은 지표의 목표값과 성과치에 가중치를 적

용하고 관점별 목표값과 현재의 성과치를 평가하여 종

합적인 지표의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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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 of calculation for 

performance score

관점 전략 지표 목표값 성과치 평가기준

항목 생산성 
고장

방지

고장

횟수
10 

이하
15

100-2*(목표값

-현재값)

* 100이상은 

100, 0이하는 

0으로 한다
가중치 40% 20% 40%

점수

계산

40% X 20% X40% X 90% = 2.88%

100점 만점의 경우 2.88점이 된다.

(2) 기간별 지표점수의 산출  

  지표별 종합 목표값은 <Figure 3>에서 제시한 방법

에 의해 산출할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방

법으로는 미흡한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

다. 따라서 평가를 월, 분기, 반기 등과 같이 기간에 따

른 달성 목표값을 설정하고 기간에 따른 평가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 성과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별 목표값은 과거 데

이터를 분석하여 설정할 수 있다.  

3.2 대시보드 시스템의 기능

  업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대시보드(dashboard)는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대시보드와는 달리 

업무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

능을 갖춘 응용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15].

- 모니터링 프로그램

- 분석 프로그램

- 관리 프로그램

(1) 모니터링 프로그램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그래프

를 동반하여 핵심 정보를 한눈에 평가할 수 있도록 전

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전사전략과 정렬된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모니터링 기능은 정보의 적시 전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 분석 프로그램

  문제의 이슈나 근본원인을 찾도록 여러 상세수준과 

기준(dimension)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서, 모니터링 단계에서 드러난 예외 

상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관리 프로그램

  경영층, 관리자, 그리고 담당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하여 일련의 중요한 업무 활동 간에 지속적인 피

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차트에 주석

을 달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4. 설비관리 업무를 위한 대시보드시스템 

4.1 시스템 구성

[Figure 4] Structure of dashboard system for 

plant management

  설비관리 업무를 위한 대시보드시스템의 구조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CMMS, ERP 및 기타 레거시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

여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시보드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구조이다. 

4.2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는 통합되어야 하며, 평가 

및 대시보드시스템 구현을 위해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CMMS(Computeriz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는 등록된 설비정보를 바탕으로 고장 예방활동, 

고장 원인분석 및 보전작업, 그리고 구매 및 재고업무 

등 설비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CMMS 및 ERP 등 기업이 보유한 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설비관리업무의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한다.

  [Figure 5]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비관리시스

템의 기능구성에 대한 사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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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ructure Diagram for CMMS [16]

4.3 성과 모니터링 

  설비관리 업무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대상으로 모니

터링(monitoring)을 한다.  모니터링은 지표별로 데이

터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그래픽 방법을 이용하여 나타

낸다. 자주 사용되는 그래픽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차트(chart) : 막대그래프, 선그래프, 원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크기, 추세, 비율 등을 표현하기

에 편리하다.

-게이지(gauge) : 수치로 표현된 목표값 대비 현재값

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등과 같은 구간을 나누어 

현재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table) : 요약 형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

는 것으로 데이터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인포그래픽(infographic) :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차트나 게이지 보다 정보의 전달

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성과모니터링은 단순히 그림이나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간별, 종류별 등으로 조건에 맞

춰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Figure 6]은 생산성관점의 일부 지표에 대한 모니

터링 화면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6] Monitoring for performance indices

4.3 성과 분석

  대시보드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내부적으로 각 지표별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 성과값의 산출

 - 목표값과 성과값의 비교

 - 성과값의 부진 등 문제 지표의 파악

 - 문제 지표값에 대한 세부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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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ashboard table for performance indices and values

[Figure 8] Datail value for performanc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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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port format of the performance index

  [Figure 7]은 성과지표에 대한 점수 등 세부정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상하 스크롤 기능에 

의해 다른 지표를 볼 수 있으며, 좌우 스크롤기능에 의

해 해당지표의 월별 평가점수값을 볼 수 있다.  지표나 

평가점수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도 자동으로 바뀌어 한 

눈에 평가점수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특정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Figure 

8]의 세부 평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4.4 성과 관리 및 리포팅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값이 산출되고 목표값과 

차이가 크게 발생한 지표의 경우 세부적인 데이터 분

석이 이루져야 하며, 관련 지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리포트(report)가 작성되어야 한다.  리포트 작

성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

련 그래프 그리고 주석(annotation) 기능을 통해 의견

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지표만이 아니라 모든 지표에 대해서도 이러한 

리포트 기능을 지원하여 설비관리 업무에 대해 전체적

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ure 9]은 성과 관리를 위한 리포트 사례이다.

5. 결론

  기업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설비관리 업무는 기본적

으로 수익성 확대와 낭비비용 축소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업무이다. 설비의 신뢰성(reliability)을 

강화하여 설비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설비고장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빠르

게 조치하여 고장으로 인한 손실을 줄임으로서 낭비비

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

선 및 혁신활동을 통해 업무 수행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은 구성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긴장감과 더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 경영의 핵심업무인 설비관리 업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성

과평가 개념과 대시보드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비관리업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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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계되는 생산성, 비용효과, 학습, 안전, 품질, 환

경의 6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설비관리 업무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핵심

성과지표는 대시보드 기능을 이용하여 차트, 게이지, 그

림 등으로 표현되고 분석,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평가를 위한 적합한 핵심지표의 선정은 기업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에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협의가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개념 및 구현방법들은 최근 기

업들에 확산되고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 

Business Intelligence)시스템 구축과 연계될 수 있으

며 이는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개발과 그에 따

른 지표의 체계적분류 방법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설

비관리 업무는 물론 기업업무 전반에 걸친 대시보드 시

스템의 적용연구와 그 효과분석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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