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 transforms raw manufacturing
data into insightful information and supports management
in any organization to quickly make the best business decision. 

최적의�의사결정을�위한
데이터�리포팅 · 분석�애플리케이션

Smart
Report



SR(Smart report)란?

SR 는�제조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수집�후�실시간으로�데이터를�확인, 공유, 분석함으로써�적시에 
전략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소프트웨어�도구입니다.
 
최근�제조기업들은�경쟁력�확보를�위해�생산시설을�전�세계로�확장하고�있으며, 고객의�다양한 Needs를�생산에 
반영함에�따라�공정의�복잡도가�증가하고�있습니다. 그�결과�공정에서�발생한�데이터가�통합되지�못한�채�방치되거나 
일부만�활용되는�상황이�종종�발생합니다. 생산공정의�최적화를�위해서는�산재된�생산�사이트들의�정보를�통합하고, 
통합된�정보의�체계적�관리, 분석이�필요합니다.

제조�현장의�다양한�데이터�활용�필요성�증가
  - 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고�조회, 분석이�용이하도록�통합�관리�요구�증가
  - 기업�내부�유관�부서�및�시스템별�상이한�관점을�보유한�업무, 데이터�간�연관관계�분석�필요

시장�요구사항에�대한�즉각적인�대응�필요
- 고객의�요청사항에�대해�현장�작업자를�포함한�모든�담당자와의�정보�공유�필요
- 시장�및�고객�요구사항에�대한�데이터�기반�추적�및�분석�필요

실시간�의사결정을�위한�제조�인텔리전스�필수
- 각�개별�자원부터�공장�수준까지�종합화, 수치화된 KPI 관리�요구�증가
- 다양한�조건별�데이터�통계�및�분석결과를�기반으로�리포트를�생성하여�경영진에게�제공�필요

데이터�기반의�제조�지능화�필요성

제조�데이터�기반�최적의�의사결정�지원�도구, 미라콤의 SR이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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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는 22년�이상�축적된�미라콤의�제조운영관리 
솔루션�비즈니스  경험을�토대로�개발된�제조�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조현장에서�발생하는�각종�데이터를 
빠르고�쉽게�리포트로�구성하여�최적의�의사결정을�내리도록�지원합니다.

Nexplant MESplus SR

SR의�특별함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화면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Designer Tool 제공
→ 별도 코딩없이 리포트 개발 및 수정 가능
 20여종의 기본 리포트를 제공하며   
유형별 확장 사용 가능

 리포트 화면 작성을 위한 표준 디자인 제공

 

 PC, 태블릿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유형에 따라   
 화면크기 자동 변경

 대시보드 형태의 리포트 제작 지원

 

Size 축소/확대, 인터페이스 변경 등 
자유로운 메뉴 구성 및 표현 가능

 

디자인�편의성

스마트한�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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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Down 기능을 통한 정보의 계층구조화로 
조회, 검색 편의성 증대

개인화 서비스 제공
→ 사용자별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보고 싶은
      특정 정보만 확인 가능

직관적인 UI 디자인

  다양한 형태의 차트 및 Excel Export 기능, 
  표 데이터 연동을 통한 분석기능 제공 

제공되는 다양한 차트 양식을 활용하여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 가능

별도 작업없이 컴포넌트별로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자유로운 데이터 쿼리 편집과 필터링 정의를 통해 보다 
손쉬운 인사이트 도출 지원

다양한�뷰어�기능 

관리의�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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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사례1

· 공정 개선 시 데이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리포트 시스템

· 설비자동화로 축적된 대량의 
    공정데이터 활용 미흡

· 생산관련 회의 진행 후 Excel로 
    보고자료 작성

Pain Points

태양광 제조 Q사 

사례2 전자부품 제조 C사 

사례3 금속 및 기타 제조 S사실시간 품질 리포트 활용

· Designer Tool을 활용하여 쉽고 빠른 
   리포트생산으로 사용자 요구에 신속대응

· 리포트간 연관관계 설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의미있는 자료로 재생산

· 생산일보 및 일/주 KPI 리포트 
    자동 작성 및 담당자 메일링

Solution

· 데이터 기반의 생산운영 계획 최적화를
   통한 불량 추적시간 최소화

· 데이터를 활용한 불량 원인분석 
   시간 단축

· 최신 분석 리포트를 활용한 
    다양한 보고자료 작성 가능

Benefit

· ETL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Legacy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 ETL : Extract(추출), transform(변환), load(적재)

· 고객사의 실시간 품질 리포트 
    요청에 대응 어려움

· 리포트 수작업 작성으로 
    정확성, 효율성 미흡

Pain Points

· Multi DB Connect를 활용하여 
    Legacy 시스템 연동

· Designer Tool을 활용하여 
   쉽고 빠른 리포트제작을 지원

· C/S기반 화면 200여본을 리포트로 대체

Solution

· ETL 구축/유지비용 절감 및
    Legacy시스템의 데이터를 직접 조회 가능

· 손쉽고 빠른 리포트 생성으로 
    고객사 요구에 신속대응 가능 

· 신속하고 정확한 시스템 기반 
    보고 체계 확립

Benefit

· 리포트 개발 전문인력 유지의 어려움

· 제조현장의 각종 데이터 실시간 관리 필요

Pain Points

· 쉽고 빠른 리포트 제작이 가능한 
    Designer Tool 사용

· Excel 파일로 관리하던 문서를
    약 30본의 리포트로 대체

Solution

·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레포트 제작가능

· 휴먼에러 감소 및 리포트 
    정확성/적시성 향상

Benefit

데이터 기반의 생산관리 실현

실시간 품질 리포트 활용

생산관련 지표의 리포트 적용



SR 도입효과

데이터의�접근성�향상을�통한�제조�현장�데이터�활용도�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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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 연결 및 빠르고 쉬운 리포트 제작으로 제조 데이터 Single View 제공

- 제조기업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제조 지능화 기반 구축

분석�리포트�활용을�통한�경영진의�의사결정�지원 
- 업종별 표준 보고서 템플릿을 활용한 빠른 리포팅 가능

- 각종 정형/비정형 분석을 통해 생산, 불량분석, 예측 보고서 작성시간 단축으로 적기 보고 가능

- 시설/장비의 Downtime, 예방 정비 분석을 통한 생산라인 연속성 보장

- 불량 추이 패턴 분석을 통한 Warranty Claim 비용 절감

 

실시간 KPI 대시보드�운영으로�성과관리�용이
- 공장별, 지역별, 전사 Level 별 KPI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

- 실시간 KPI관리로 엄격한 성과관리 및 즉시 대응체계 가동 가능

- KPI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공정, 설비에 대한 손실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