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기업�생산성�혁신의�출발점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Nexplant MESplus is the best MES solution for optimizing productivity.

Nexplant MESplus empowers you to achieve your goals and to win in today’s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MES는�제조현장의�실시간�모니터링, 제어, 물류�및�작업내역�추적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등에�초점을�맞춘 

통합�생산관리�시스템입니다. 제조기업은 MES 구축을�통해 생산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를 
실시간으로�파악함으로써�생산�프로세스�개선이나�사업적�이슈에�있어 
최상의�의사결정을�할�수�있습니다. 

생산�효율성을�높여야�한다는�압박
시장경쟁력�확보를�위한�생산비용�절감�및 
품질제고에�대한�시장압박�증가

원부자재와�장비의�복잡성�증대
다양한�종류의�제품�주문에�따라�사용되는�생산장비가 
상이하여�자원/장비�관리에�대한�복잡도�증가

상이한�프로세스로�인한�관리�어려움�증가
Site간�각기�다른�프로세스로�협업이�어렵고   
하달된�지시에�대한�업무�차질�발생

생산�과정의�철저한�추적/관리�요구�증대
고객�주문의�진척률,  불량/사고�발생에�대한�원인�등을 
확인할  체계적�시스템�부재

데이터�기반�생산-실행-분석�필요성�증가
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데이터를�생산효율성 
개선을�위해�분석하는�체계�미흡

제조혁신을�통한�경쟁력�강화, 미라콤의 Nexplant MESplus 라면�가능합니다.

제조기업이�직면한�과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Nexplant MESplus는�제품�생산관리, 인력관리, 장비�및�자재관리�등 
생산공정의�통합�관리를�위한�최적의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솔루션입니다.

미라콤 Nexplant MESplus

Nexplant MESplus의�특별함

성능이�검증된 MES 
Package 

· 신�소프트웨어대상�수상, GS인증�획득 , 7개국, 150여개�기업이�사용

· 지속적인�업그레이드�및�제품개발로�최신�기술�반영  

·  [Gartner MES 시장�가이드�보고서]에  글로벌 MES 벤더로�등재

 · [Frost & Sullivan MES 시장분석�보고서]에 Key MES play로�지목

· 제조현장에�손쉽게�적용�가능한�산업군별�템플릿�탑재

· 사용자�의견을�반영한�설계로�최적의�사용자�편의성�제공

· 다양한�산업분야에서�풍부한�통합생산관리�프로젝트수행�전문인력�보유

· 시스템�규모에�따라 Scale Up & Scale Down이�자유로움

· 모듈�추가만으로�새로운�기능�추가�가능

· ERP 등�레거시�시스템과의�유연한�인터페이스�제공

· Customized 필드, GCM 테이블과 Key Item들에�대한 Attribute 기능을�이용한 

   쉬운�커스터마이징

업종�노하우와 
현장의�니즈�반영

모듈형�구성으로 
기능�확장�용이

손쉬운�기존�시스템 
연계�및�커스터마이징 

·Nexplant MESplus를�중심으로�품질분석, 제조�지능화, 설비�개조, 물류�자동화�등

   스마트팩토리�토탈�솔루션�공급역량�보유

·MSIM (Miracom Solution Implementation Methodology) 기반

  안정적이고�체계적인�프로젝트�진행

스마트팩토리�토탈�솔루션 
공급역량�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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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lant MESplus 주요기능

Dispatch/Archive
RTD (Real-Time Dispatch)
- Rule 기반�실시간 Dispatch, 작업�우선순위�부여

ACV (Archive Module)
- 조건에�의한 Data Backup 및 Restore 설정, Web UI를�통한 
  설정�및�상태�조회

Development
Development Tools
- Web UI 개발도구: UI Modeler, Form Execution Engine, Form Resource Manager 
- 소스�코드�자동�생성, 서비스�테스트�도구, 문서�자동�생성, 개발�절차�가이드

GCM (General Code Management)
- 산업�현장별�유연한�코드�관리, 코드�유효성�체크

SEC (Security)
- 사용자�생성/관리, 사용자�보안/인증, 사용자별�권한�부여

MSG (Message)
- 다국어�지원, 산업�현장별�메시지�특성화, 정보�알림�및�공유

ALM (Alarm Management)
- 각종�이상에�대해�신속한�알림(화면, E-Mail, SMS)과�알람�발생 
   이력�관리

System

Essential

WIP (Work In Process)
- 생산�기준정보�생성/관리, 생산작업�지시/제어, 제품 LOT 
   상태�및�생산�추적/이력�관리

BOM (Bill of Material)
- BOM 기준정보�관리, BOM Version 관리, BOM 기반�작업  
   지시/제어/이력�관리

INV (Inventory)
- 재고�수불부�관리, 재고�이력�추적�관리 (정방향, 역방향)

RAS (Resource Allocation and Status)
- 자원�정보�생성/상태�및�이력�관리, 자원�할당�및�사용량�관리, 
   예방정비, 일상점검, 설비이상�관리

EDC (Engineering Data Collection)
- 생산�데이터�수집�및�이력�관리, 수집�데이터에�의한�제품 
   생산 / 설비�상태�제어

LBL (Label Management)
- 라벨�디자이너를�통한�프린트�코드�생성, 라벨�발행�및�이력�관리

Extended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 Online/Offline SPC 관리 (관리도, 공정능력분석, 히스토그램), 
   SPC Rule 위반�시�다양한 Error Action (알람, 공정제어), 
   Spec Limit 관리, Control Limit 관리/자동계산

QCM (Quality Control Management)
- 품질�검사�기준�설정�관리, 품질�검사�결과�입력�관리, 품질�검사 
   데이터�이력�관리 

SPM (Specification Management)
- 제품/공정별�제조�명세�관리, 제조�명세의�변경�이력�관리, 
   제품별�측정�파라미터의�상/하한�관리, 제조�명세의�제품별�비교

WEM (Work Process Event Management)
- 절차적�프로세스(이상발생, 기준정보�변경�승인�등) 관리, 설정에 
   의한�프로세스�상태와�단계�정의, 절차적�프로세스의�표준화, 
   프로세스�진행�이력�관리



사례 1.

구축사례

해외�생산거점�통합관리를�위한 Global MES 구축�사례

실시간�제조환경�관리를�통한�생산현장�가시화�사례

Challenge Solution Benefits

· 분산된�사이트(본사,  5개�해외 
    법인)에�의한�과도한�유지보수 
    비용�발생

· 프로세스가�비표준화�되어 
    관리와�확장이�어려운�상황

· 모듈화�기반�표준 MES 구축  후,
    사이트별 Set-up 방식으로  확산

· 모든�생산�데이터의�본사 
    통합 Global 모니터링�환경 
    구성 (관제 Center 운영)

· 사이트간�원활한�협업과 Global 
    모니터링을�통한�가시성�확보

· 전사�업무�표준화를�통한 
    생산 Governance 확보�및 
    Global Operation 상향�평준화

· 표준�솔루션�기반�모듈화�구성으로  
    유지보수�비용�및  신규�사업장 
    구축�기간/비용�절감

Challenge Solution Benefits

· 생산�계획과�실적의�수기�관리로 
    실시간�현황집계�불가
     -  재공재고�과다
     -  계획 ~ 실적�불일치
     -  납기지연�발생
     -  불량�파악�지연

· 본사-생산현장간�정보공유�시차 
     발생 (해외거점 8시간�이상�소요)

· 전사�통합 Planning 시스템�구축 
    후�생산�현장에�실시간�전달

· 생산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 
    실시간�생산현황�공유

· 자재에�대한�통합관리/공급

· 실시간�생산�관리로�재공재고�감소, 
    적기�불량�대응, 장비가동률�향상

· 납기�모니터링으로�적기납기�구현

· 본사-생산현장간�업무�스피드�향상

사례 2.

4M1) 기반의�제품�추적성�강화�사례

Challenge Solution Benefits

· 제품의�생산과정에�대한�추적�불가
     -  불량원인�파악�불가
     -  원청사의�품질�데이터 
         요구에�대응�불가

· 노후�설비와�네트워크의�제약으로 
     시스템�적용�어려움

· 원재료부터�완제품에�이르는 
     4M 변경이력�추적�시스템�구축
       -  공정�세분화, 공정�담당자�지정
           및�구형�설비의�개조를�통한
           품질�데이터�수집

·  4M 분석�항목�표준화를�통한 
     부적합품�관리�방법론�제시

· 품질사고에�대한�방지체계�마련�및 
    이슈에�대한�신속한�원인�파악

· 공정별�변경�관리�및  현장 Fool 
    Proof 구현을�통한�불량�감소�및 
    제조과정�투명성�확보

· 부적합관리를�통한�불량품�고객�유출 
    방지�및�재발방지�프로세스�정립

· 공정�자동화로�인한 Work-Load 감소

사례 3.

1)  4M : Man, Machine,  Material, Method



Nexplant MESplus 도입효과

기업의
경쟁력�강화

제조�운영 
효율성�극대화

위험�차단과
수익�증가

운영�효율성�극대화

위험�차단과�수익증가

생산시간�단축  
· 데이터�입력시간�감소   
· 문서작업�감소
· 반복순환속도�감소 

효율적�자원�관리 
· 서류분실�방지  
· 작업자의�생산성�및�작업능력�향상
· 신속한�프로세스�업그레이드 

최적�의사결정�지원 
· 제품�품질�개선
·규정�적용�강화

원가절감, 투자�효과�증가  
· 투자�이익률�증가
· 운영비용�감소
· 재고, 재공�비용�감소

서비스�향상 
· 납기�준수에�대한�신뢰도�제고 
· 고객�서비스�향상

사업 Risk 예방 
· 규정�준수율�제고
· 제품�결함�감소
· 생산물�책임�위험�감소   

주식회사�미라콤아이앤씨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5길 123 향군타워 10층     Tel : 02-2125-6800     Fax : 02-2125-6814      www.miracom.co.kr
Copyright ⓒ2019 Miracom Inc Co., Ltd. All rights reserved.

0% 20% 40% 60% 80% 100%

작업조간�문서�작업 : 평균 61% 감소

문서작업�손실 :  평균 56% 감소

제조�사이클�타임 : 45% 단축

리드타임 : 평균 27% 감소

재공 : 평균 24% 감소

제품�결함 : 평균 18% 감소

제품�데이터�입력시간 : 평균 75% 이상�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