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Suite

개요
MES System이란?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란?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은 제조업체의 공장 관리를 위한 개념이자 구현 도구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을 최적화하고 생산 현장의 원가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이 빠른 공장, 전략적인 공장, 주변 환경에 대응이
빠른 공장, 운영 비용이 최소인 공장, 제어와 조작이 쉬운 공장, 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공장은 모든 제조 기업이 추구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시스템이 바로 제조실행시스템입니다.

MES System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업무 시간 단축

첫째, 제조현장과 주변 시스템의 통합, 최적화한 생산 활동 지원, 생산 현장의 실시간(real
time) 정보 통합, 통합 정보의 활용으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 등에 의한 통합화와

오류 발생 감소

최적화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생산성 지표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과 가격경쟁력 제고, 납기(delivery) 단축과

업무 편의성 증대

실시간 정보 활용 및 공유를 통한
업무 시간 단축
자료의 분실 및 손실에 따른
오류 발생 감소
인쇄 및 취합 과정 최소화를 통한
업무 편의성 증대

준수, 유연성(flexibility) 증대 등에 의한 생산성 개선으로 기업경영에 기여하게 됩니다.

비용 절감

오류 발생 최소화 및
출력물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MES System의 특징
대부분의 MES System은 각 부문별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설계 및 개발되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문별 업무를 도입 또는 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도입 MES System과 현재 업무 처리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 과정이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System과 연계 ( Interface )가 필요한 경우 등, 요구에 의해 MES System에 대한 개별화 ( Customization ) 작업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MES System 도입 시 고려 사항

업무 처리 GAP

외부 System 연계

운영상의 편의성

MES System 도입시에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Upgrade

도입 일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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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oftware Module 구성
‘기획(수주), 생산일정 계획, 생산(공정)’ 순서로 MES를 진행합니다.
두손 MES는 패션업무의 ‘생산관리’영역에 특화되었습니다.

Job schedule 실시간 모니터링 & Dashboard

· 상품의 수주(발주)를 계획

· WO(work order)에 대한 ‘생산진행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 mobile을 통해서 작업진행 및 추가사항을 수시로 적용합니다.

· ‘영업에서 받은 Order’(PO)를 기준으로

· 생산진행 확정에는 BOM과 Job process list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APS(편직과 염색부분)에 특화된 업무 간소화를 제공합니다.

· 현실적인 MRP와 사전 생산공정을 ‘Job process’로 구현합니다.

· 본 생산공정은 업체상황에 따라 변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생산일정 계획’을 합니다.

기획

생산일정 계획

PO (A1234)

WO (w1234)

수주

생산진행 확정
BOM

인쇄 & 발행

Job process list

· Print tag
· Care label
· RFID Tag

생산(공정)

Job process

편직업체

Job No. Job Description
-----------------#1234 편직 Part 1
-----------------#1235 편직 Part 2
-----------------#1236 편직 Part 3
-----------------#1237 염색 Blue
-----------------#1238 염색 Black
-----------------#1239 재단 Blue
-----------------#1240 재단 Black
-----------------#1241 생산

염색업체

Mobile 기반
투입/생산
진행 등록

생산처

MES

물류

납품예정

MRP
Material
RequireQty Stock House
PO
--------------------------------원자재 면사
300kg
200kg 100kg
--------------------------------원자재 폴리사
150kg
300kg
0kg
--------------------------------부자재 안감
200kg
100kg 100kg
--------------------------------부자재 라벨
100EA 1,000EA
0EA
--------------------------------부자재 Tag
100EA 5,000EA
0EA

Option

납품명세서

RFID
입고검수

자재발주

RFID Box packing

자재입고

RFID Reader

※ 용어
PO · 조달목표 Purchase Objective WO · 생산지시 Work Order BOM · 물자표 Bill Of Material MRP · 자재수급계획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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