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제조를 위한 데이터 분석
MicroStrategy와 함께하는 제조 혁신



제조업의 트랜드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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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nam.org/Newsroom/Top-20-Facts-About-Manufacturing/#sthash.Nv3hh0ha.dpuf

- 4차 산업혁명에서의 자동화는 생산설비, 제품, 생산환경, 작업자로부터 얻어지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설계에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특징이 있음

- 센서 기술, 데이터 산출 등을 기반으로 한 공정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디지털, 빅데이터의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요구됨

- Source: 

Deloitte “제조업이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제조업을 위한 전사 셀프서비스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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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 는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부터 각 부서의 분석 업무 개선까지 모든 범위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은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 절감이 거세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품의

제조원가와 공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갈수록 투명하게 공개되어 제품의 가격, 성능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는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계는 이미 어느정도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생산 체계를 한 단계 더 효율화 해야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또, 

제품의 판매 이후 과정 (설치,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 의 중요도가 높아져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분석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Planning and 
Forecasting

Customer EngagementInventory 
Optimization

Real-time Monitoring Service Model 
and Complaints

제조업의 당면 과제 솔루션

획기적인 적용 사례

글로벌 고객 사례

MicroStrategy 는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데이터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널리틱스의 도입으로 제조업체들은 제품 기획부터 유지보수 까지 모든 공정과 업무 분야에서

개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급 애널리틱스의 도입으로 다양한 소스에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복잡한

데이터에서 의미를 도출해 생산 효율성과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데이터 분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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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및 수익을 분석하여 비용

효율적인 제품을 결정하고 추가

판매 기회를 개발합니다.

세일즈 & 마케팅 분석

ANALYTICS

협업을 촉진하고 귀중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며 영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되는 공급 업체

성과 기록표를 만듭니다.

안전한 공급자 포탈

MOBILE

보증 청구 및 콜 센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증

비용을 절감하고 사기

청구를 식별합니다

품질보증 분석

ANALYTICS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여

제품 생산 변경에서 비롯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시뮬레이션 & 
테스팅

ANALYTICS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교한 수익성 모델을

디자인 합니다

재무관리

MOBILE

ID 배지를 사용하면 피어 투 피어 식별, 

논리적 및 물리적 액세스 및 트랜잭션

인증이 가능합니다

직원별 권한, 접근
관리

USHER/SECURITY

광범위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영업 사원에게

고객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십시오

오퍼레이션 및 재무
분석

MOBILE

지역별 재고 소진량 추적, 

수요가 적은 재고를 파악하며

재고 유지비용 을 계산합니다

재고관리 최적화

MOBILE

ID 배지를 사용하면 피어 투 피어

식별, 논리적 및 물리적 액세스 및

트랜잭션 인증이 가능합니다

일시 권한, 접근 관리

USHER/SECURITY

실제 판매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판매 및 유통 채널에서

고객 주문 이행을 개선하십시오.

주문 및 선적량 조회, 
분석

ANALYTICS

유통 업체, 지역 특성 및 위치를

벤치마킹하여 주요 목표 및 지표의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공급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SCM 관리

ANALYTICS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 분석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패턴 및

추세를 식별하고 성과저하와 외부

요인 간의 숨겨진 상관 관계를

발견 합니다

계획 및 예측

ANALYTICS

생산 라인의 비 효율성을

추적하는 리포트를 만들고

실시간 알람을 설정하여

프로세스 병목 현상을 줄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MOBILE

심층적 인 비용 분석을 수행하여 조직

전체의 자재, 제조 및 생산 비용을

추적하십시오

비용 관리

MOBILE

문재 해결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대응 시간을

단축, 만족도를 개선합니다

고객 상호작용

MOBILE

고객 서비스 전문가가 고객에게 필요한 메트릭이

어떤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모델 및
사용자 불만 관리

ANALYTICS

CORPORATE HEADQUARTERS VENDORS PRODUCTION/MANUFACTURERS DISTRIBUTION CENTERS STORES MANUFACTURERS

or



전사 BI영역

데이터 발견 및
시각화

• 쉬운 사용

• 스키마 없이 사용

• 데이터 준비 와 블렌딩

• 빠른 프로토타이핑

• 빠른 시각화 분석

• 재사용 가능한 개체 모델

• 운영 BI 

• 메타데이터 기반

• 여러 데이터 소스 분석

• 여러 단말 지원

• 전사 리포팅 영역

• 많은 사용자 지원

• 대량 데이터

• 쿼리 성능이 중요함

• 수십~수만 이상의 사용자 지원이 필요함

• 관리 용이성 필요

• 사용자 보안 기능 필요

셀프 서비스 시각화 전사 분석 플랫폼

빠른 개발 | 인사이트 집중 강력하고 |  확장성 |  스케일 |  관리 |  고성능 |  보안

MicroStrategy의 전사적, 포괄적 포트폴리오

지도기반
분석

모바일
BI

실시간
트랜잭션

대시보드
데이터
시각화

정형
리포트

OLAP
리포트

데이터
발견

예측 분석
알림과
배포

생산라인 단위 분석과 전사 BI의 두가지 영역을 모두 지원하는 분석 플랫폼

라인별 데이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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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사용자 중심
• 빠른 구현
• 인터랙티브 시각화

장점 :

• 제한적인 BI 기능
• 확장성 한계
• 거버넌스 및 관리 기능 부재

단점 :

전사 BI 

• 다양한 BI 기능 제공
• 관리 기능
• 보안
• 사용자 확장성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
• 메타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디스커버리

• 빠른 개발
• 인터랙티브 시각화 기능
• 셀프 서비스 분석
• IT와 현업 양쪽을 위한 솔루션

전사 BI 와 Data Discovery 함께 제공

(제조업 전반적인 프로레스에 모두 적용 가능)
Data Discovery 전문 벤더 (생산라인 혹은
부서단위 업무)

MicroStrategy는 생산라인 부터 세일즈, 마케팅, 재무 등 기업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한 분석 플랫폼입니다



제조업 적용 예시: 제품 주문, 납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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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리포트와 스코어 카드를 통해 각 세일즈, 공급 체널의 신속한 납품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일 대시 보드에서 Salesforce 및 SAP와 같은 이종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

주문 처리 지연으로 인한 수익 누락의 예측을 위해 고급 분석 적용

공급업체와 지역에 대한 벤치마크를 시행

평균 주문 처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메트릭을 즉석으로 생성

• 자재 재고 관리 및 적시의 납품 강화

• 성과 향상, 비용 절감 및 위험 완화를위한 통찰력 확보

• 재고, 납품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KPI 제공 및 비교 강조

•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과 이행으로 접수에서 납품까지 모든 프로세스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제조업 적용 예시: 제조원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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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자가 자재, 제조 및 생산 비용을 추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 심층적
인 비용 분석 제공

공급업체, 제조라인, 재무리포트에서 오는 모든 비용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

제품 범주에 따른 비용 분석을 조회할 수 있는 필터 적용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용의 발생을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직무와 부서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통제

• 필요한 데이터와 실시간 리포트에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지표 변동은

모바일 알람으로 제공

• Write-back 기능을 활용해 주문 입력, 재고 현황 업데이트, 승인 관리를

제공, 승인 및 결정 프로세스 효율화

• 사용자의 권한 및 역할에 따라 개인화된 리포트를 제공



제조업 적용 예시: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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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들이 프로세스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 포괄적인 리포트 제공, 생산
병목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 지표 발생시 알람 제공

임계값을 기준으로 재고 또는 배송 시간 면화에 즉각적으로 반응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모바일
리포트를 통해 유통 채널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

적시의 재고 전략을 지원하는 실시간 추적

역할 기반 보안을 적용하여 생산 라인 정보, 품질 표준 및 부서별 리포트 와
같은 개인화 된 리소스 및 데이터 제공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실시간 보고서와 모바일 분석을

통해 처리

• 프로세스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보장

• 임계값을 기준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식별

• 잠재적인 문제를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 즉각적인 시정 조치 가능



제조업 적용 예시: 운영 및 재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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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제조,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추적하여 수익 증대에 기여

과거 데이터에 고급 통계
함수를 적용해 향후 발생 비용
예측

생산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대시보드

장비 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문제 파악

Write-back 기능을 이용해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

• 식스 시그마 DIGMA와 같은 프로그램에 고급 분석을 적용하여 개선된

통찰력을 확보

• 생산량 증가, 확장성 개선, 제품 품질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 권한에 따라 같은 대시보드 상에서도 개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조회함으로서 보안성 및 효율성 확보

• 다양한 변수에 따른 다양한 잠재적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예측 분석



제조업 적용 예시: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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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데이터, 고객 피드백, 공급업체발 정보를 분석해 생산 무결성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생산 일정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비용 절감 예측

수십억 개의 샘플에서 제품 품질 추적

재고 기간을 시각화하여 판매성과가 적은 품목을 식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필터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카테코리를 분리, 데이터간 상세 상관관계 파악을 위한 드릴다운 가능

• 여러 소스의 정보를 혼합하여 전체 제품 품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 생산 일정을 최적화를 통한 제품 수요 예측 및 생산 효율성 향상

• 생산 현장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 확보

• 개선된 서비스를 위해



제조업 적용 예시: 수요 예측 및 주문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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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자가 생산을 추적 및 분석하는 데
도움이되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어플리케이션

마케팅 프로모션별 수요에 미친 성과 평가 그래프

주문 이행과 생산 현황에 대한 혼합된 조건, 수치 정보

채널 및 제품 당 수익 기여를 탐색하기위한 반응형 시각화

사용자는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셀프 서비스 분석 기능을 통해 직원들이 비즈니스 영역 전반의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매출 기여도가 높은 제품을 쉽게 식별

•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예측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프로모션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제조업 적용 예시: 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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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며 정교한 수익성 및 재무 모델을 생성

이윤 및 순매출과 같은 즉각적인 메트릭 생성

특정 시기의 매출과 비용을 자유자재로 분석

여러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제품 원가 목록 생성

부채 및 비용을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자재 비용 또는 공장 인건비등 세부 내역으로 드릴다운

• 다수의 데이터 소스에서 회계 및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과 목표를 설정

• 정교한 수익성 및 재무 모델 생성

•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부서 또는 제품 라인에 대한 거래, 수익 및 비용을

보여주는 맞춤형 리포트 제공

• 문제를 일으킬 수있는 원인을 식별하기위한 재무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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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마케팅 효율성 향상, 주문 프로세스 개선, 잠재적 인 상향 판매 및 교차 판매 기회 식별

개별 영업 담당자의 KPI를 통해 현재 성과를 추적

제품 카탈로그와 제품별 사양을 즉히 조회

오프라인 기능을 통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조회

다양한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한 곳에 표시

Write-back 기능을 활용해 주석과 메모를 동적으로 사용

• 각 담당자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 CRM, MES 등 다양한 기업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

•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모바일 장치에서 의견 및 견적을 제출하며, 

서명을 동적으로 캡처 할 수있는 기능을 통해 복잡한 견적, 주문 프로세스를

간소화

• 영업 지원 앱에서 GPS와 같은 모바일 기능을 활용하여 영업 경로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적용 예시: Supply Ch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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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지역 및 위치를 서로 비교하여 벤치 마크를 제공하고 성과 기여자를 식별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혼합하여 단일 대시 보드에서 주문 이행 및
생산 효율을 분석

계획 프로세스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기 위해
조달 프로세스에 임계값 추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는 메트릭을 즉시
생성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추세, 과거 데이터 및 "가정(what-if)“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올바른 재고 비율을 결정합니다.

• 공급 업체 성과를 매일 평가하여 가격 협상, 적시 납품 보장 및 고품질

표준 유지

• 완벽한 주문 이행율과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하여 공급망의 효율성을

향상

•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가정(what-if)"시나리오를 통한 수요, 공급량 조정

• 과거 추세에 따른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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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rtner "Critical Capabilities for Analyt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Platforms" by James Richardson, Rita Sallam, Cindy Howson, Austin Kronz, May 14, 2019.
This graphic was published by Gartner, Inc. as part of a larger research document and should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document. The Gartner document is available upon request from the MicroStrategy 
website.
Gartner does not endorse any vendor, product or service depicted in its research publications, and does not advise technology users to select only those vendors with the highest ratings or other designation. Gartner research publications consist of the 
opinions of Gartner's research organization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statements of fact. Gartner disclaims all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with respect to this research, including any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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