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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객 공정에 송출된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VMI(Vendor Managed Inventory)에

보관중인 전체 재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정상으로 확인된

제품만 고객 공정으로 다시 투입이 된다. 검사 수량의 결정은 해

당 불량의 원인 분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검사를 이용하여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제품만으로 한정하거나 심할 경우

VMI에 보관중인 전체 재고로 확대되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불량의 유형에 따라 불량 발생 메커니즘을 정의

하여 이에 따른 샘플링 검사 방안을 고려하였다. 불량 고려 시 원

인, 시간 및 영역관점에서 접근을 하였으며 로트별 품질 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저하를 감소하고 검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조건

을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은 제품의 로트가 VMI에 입고되면 확률

을 기반으로 한 사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수준이 낮은

로트에 대해서는 불량 메커니즘 구분 후 추가 검사 및 지정된 조

치를 시행함으로써 고객 공정에서 품질 문제 발생을 감소하고 비

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VMI, 품질저하, 샘플링 검사, 불량 메커니즘, 시뮬레이션

학 번 : 2011-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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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제품 출하 후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창고에서

생산 일정에 따라 보관되는 제품의 품질저하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급업체에서 최종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 하더

라도 로트의 품질은 불량이 발생할 산포를 내포하게 되며, 여러 가지 원

인 및 조건에 따라서 그 유형 및 영향은 다양하다. 만약 VMI 및 창고

등에 일정기간 보관된 후 고객 공정에 송출된 제품들에서 품질문제가 발

생되면 반품 및 현지 검사를 포함한 처리의 대상은 단순히 문제 로트의

해당 제품이 아닌 창고 전체의 재고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한다(Dong, et al., 2006).

공급 업체에서는 최종검사 및 출하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

며 고객에게 중간 부품을 송출하는데 고객사에서의 생산 라인 투입 전

(前) 창고에서의 보관 조건 및 기간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변하여 불량

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온도

관리 시스템이 없는 창고에 저장된 제품은 품질특성에 편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고객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 및 비용을 공급업체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VMI에 보관된 LCD 제품의 경우 패널이 고온다습 환

경에 놓이게 되면 IC(Integrated chip) 부품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추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건조한 조건에서는 보관된 제품의 경우 패널 내부

의 일부 영역에서 고유의 특성이 변하여 불량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질문제는 고객 생산 라인에서 대량으로 발

생하거나 VMI 및 창고에서 재고를 검사할 경우 피해 수량이 증가하기

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 및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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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품질보증은 어떤 항목이나 제품이 설정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일치

하는가를 적절하게 확인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형의 활동

을 의미 한다. 또한 품질보증은 최근 10년 이상 고객과 공급업체의 관계

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중심 축 중 하나이다(Duarte, 2010). 이번 연구에

서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LCD 제품의 경우 현재는 Note-PC, TV 및

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의 창고 및 VMI에 공급된다. 품질

이상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고객 공정에 송출

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되며, 이는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차

원에서 검사를 포함한 제반 처리를 요구한다. LCD 제품의 사례를 살펴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객 공정에 송출된 제품에서 품질저하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고객 공정은 수립된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게 되며

동일 제품(부품)을 추가로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추가 투

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에서는 생산라인 투입 전 VMI 및 창고

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 품질확인 목적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검사 수량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품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경우 단순 검사 후 투입된 제품에서는 고객이 요

구하는 수준의 품질확보가 어려워 2차, 3차 검사로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비용 및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림 1] 제품 품질저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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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품질문제 발생 후 검사를 통해 제품을 처리하는 일반

적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VMI에 보관중인 제품을 고객 공정으로 송

출 전 로트별 사전 검사 후 품질 수준에 따라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공급업체에서 많은 검사와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이 출하가 되더라도

운송 및 보관 시 진행성으로 제품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 결점이 확대되

거나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량이 발생되기도 한다. 만약 보관중인

재고의 수량이 많거나 제품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VMI 및

창고에서 제품을 샘플링 검사하며 고객 공정으로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송출한다. 이렇게 실시되는 검사는 고객과 공급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 시간과 검사 수량을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품에서 발생 가능한

불량의 유형 및 원인 파악이다. 불량의 유형 구분을 위해 먼저 불량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법으로는 원인관점, 시

점관점 및 영역관점의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는

관심 있는 품질특성인 진행성 불량에 대해 정의가 가능하였다. 이는 불

량 발생의 원인을 크게 외부 환경 영향, 내부 공정 원인 및 기타 원인으

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품의 특성 및 불량 구분을 이용하여 각각의 불량

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한다. 그리고 로트의 품질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사전에 로트의 품질정보를 알고 있다면 로

트마다 다른 불량률로 인해 값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샘플링 수량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수리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품질 문제로

인해 VMI에서 사전 제품 검사 시 증가하는 샘플링 검사 비용과 향후

고객에서 발생하는 불량으로 인한 Penalty 비용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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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조건 및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실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

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샘플 수량 결정 방법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효과를 파악한다.

제 3 절 논문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한 후,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VMI 방식의 특성 및 품질저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비확률 및 확률 샘플링 방법들을 살펴보고 불량을 포함하는 경우 일반적

인 방법인 표본 추출 검수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 하였다.

3장에서는 제품의 불량 특성 및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연구에서 관심

있는 품질특성을 정의한다. 불량 메커니즘을 반영한 검사 프로세스 수립

과 샘플링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수리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시스템 디자인 및 검사 프로세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조건을 시나리오를 기반으

로 하여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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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제 1 절 VMI 방식 공급망 특성

2. 1. 1. VMI 시스템의 정의

공급사슬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공급업체가

하위단계의 고객의 수요와 재고정보를 공유하고 주문량 및 주문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VMI(Vendor Managed Inventory)의 주요 전략이다(Xu,

et al., 2009). 고객을 대신해서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고객이 제공하는

수요정보(Demand information)를 바탕으로 필요한 주문 및 이를 보충하

는(전통적인 방법과는 반대의 주문 생성 및 보충) 모델로 정의된다.

VMI 효용의 전제는 공급업체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 및 고객의 재고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공급자에 의한 재고관리 시스템인

VMI 도입을 통한 효과는 크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비용절감 측면에서 리드타임 및 재고수준을 감소하는데

있다(Waller, et al., 1999). 또한 채찍효과 (Bullwhip Effect) 라고 잘 알

려진 수요변동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Disney, 2003). 하

지만 VMI에 저장된 제품은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 특성 및 성능이 저하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음식 및 전자제품 등은 환경에

민감하며 불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Bullwhip effect (채찍효과) :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요

와 재고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상. P&G가 최초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아기 기저귀의 수요는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판매

하는 기저귀 양이 불규칙하여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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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를 적용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월마트를 들 수 있으며 이 회

사는 매장의 POS (Point of sales) 정보를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통해 시간의 유예 없이 제조업체 측으로 전송하

고 제조업체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예측프로그램과 보충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매장에 재고보충을 실시하였다(Dong, et al., 2007). 따라서 제

조업체는 채찍효과에 의한 정보왜곡 현상을 제거하고 수요예측 및 판매

계획, 생산계획의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 1. 2. 제품의 보관 및 인도

품질관리 ISO9000 에 따르면 물류비용의 지속적 증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짐에 따른 장기 불용재고의 증가, 인도 및 발생하는 부적

합품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원가 인상 요인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

다. 제품을 생산하여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납품 원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 뿐 아니라 포

장비, 운송비 및 창고 관리비 등의 보관 및 인도를 수행하는 절차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창고에서 보관 시

제품의 열화나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

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비용은 점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협력업체

의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사실이다. 각 사는 발생하는 낭비요소를 최

소화 시키고 서로 상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요구와 기

대를 해결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보관 및 인도에 대한 체인이 구성되어

야 한다(Anderson, 1982).

2) ISO 9000 :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격을 제정한

소비자 중심의 품질보증 제도이며 ISO 9000 규격은 4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9001은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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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제품의 품질저하

제품이 보관될 때 대부분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일

부 제품의 경우 보관 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의 일부분 및 전체가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된다. Anderson (1982)은 완제품이 판매가 되기 전

에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고

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품질저하(Quality Deterioration)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손상이나, 부패, 증발 및 노후화를 의미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품질저하가 발생되는 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예를 들어 금속제품

의 경우 부식(corrosion) 및 녹(rusting), 음식의 경우 부패(spoilage,

decay), 그리고 전자제품의 경우 손상(damage) 및 고장이나 오작동

(malfunction)이 나타난다(Alfares, et al., 2005).

제품의 품질저하는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데 특히 음식(Food)의 경우 저장되는 동안의 습도가 변하면 음식의 색

이 변한다던지 심지어 부패되는 결과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링의 방법으로 Kinetic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다.(Yan, et al.,

2008). 전자제품도 보관 및 이동 시 외부에 노출되는 정도 및 변화에 대

하여 특성이 많이 변한다. 예를 들어 LCD 제품의 구성 요소 중

BLU(Back Light Unit)에는 기본적으로 3∼4장 정도의 시트(Sheet)가 사

용되는데, 만약 외부 환경이 매우 고온다습한 경우 평평해야 할 시트가

영향을 받아 변형이 발생하며 이는 디스플레이 성능 불량이 되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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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품질관리 및 검사

2. 2.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품질관리(Quality control)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모든 품질을 확보, 유

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품질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통계

적 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는 품질관리의 일부분으로 통계학

의 모든 통계적 수법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품질관리를 말하며 이는 품질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W.E.

Deming 은 '통계적 품질관리란 최대한으로 유용하며 시장성 있는 제품

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 수법

을 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경제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의 체계를 품질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

다. 품질 관리 활동은 기업안의 모든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각 단계의

활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관련 정보 및 내용을 공유한다. 특

히 시장품질의 조사에서는 올바른 표본추출법(Sampling method)과 거기

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적절한 해석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실제 산업에

서는 출하된 제품이 고객 공정에서 어떠한 품질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최

종 소비자가 사용 시 어떤 불량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

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시점에서의 공정 개선 및 향후 모델

개발 시 이를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송 및 저장 단계를 포함하는 delivery process 과정 중에 발생하는 품

질저하 또한 기존의 공장 내에서 진행하는 품질관리 활동과 동일한 관심

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특성 및 성능을 만족하여

야 하기 때문에 공정 내에서의 품질 수준도 중요하지만 고객 공정 및 최

종 소비자에서의 품질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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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품질관리 활동의 체계(박성현 외, 2005)

2. 2. 2. 제품 검사

검사(Inspection)는 ‘일정 품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특성

에 대해서 측정, 검정, 게이지 사용 등의 시험을 하여 각 특성이 규정 요

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검사의 종류에는 재

료 및 반제품이 다음 공정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가를 보증하는 수입검사

와, 만들어진 제품이 잇따른 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공정검

사, 제품이라고 인정하여도 좋은지에 대해 판정하는 최종검사 및 재고

중에 어떤 변화가 없었지 그리고 포장상태를 점검하는 출하검사가 있다.

샘플링 검사(Sampling inspection)는 제품 또는 반제품의 로트에서 샘플

을 발췌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그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법을 의미한다(Chou, 2012). 로트의 작성방법, 크

기와 샘플의 크기와의 관계, 샘플의 발췌방법, 판정기준 등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샘플링 검사에는 계량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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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 검사와 계수 샘플링 검사로 구분이 되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제

품에서의 결점의 개수라든가 불량 수는 이중 계수 샘플링 검사의 일부분

이다.

이번 연구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는 VMI 및 창고에서 시행되는 검사

는 모두 샘플링 검사를 전제로 진행이 되며, 품질이상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보관중인 대상 재고를 모두 검사하는 전수검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VMI 및 창고에 보관되는 재고의 수량이 많은 제품

은 품질이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고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

반적인 경우 품질 문제가 발생되면 고객에서는 보관중인 부품 재고 전체

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되는 부품만을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런 요구는 공급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로트가

안전한지 또한 검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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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샘플링 검사

2. 3. 1. 샘플링 방법

샘플링 방법에는 크게 비확률 표본 샘플링(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방법과 확률 표본 샘플링(Probability sampling method) 방법으

로 구분할 수가 있다(통계적 품질관리, 박성현). 다시 세부적으로 비확률

적 방법에는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판단표본 추출법

(Judgement sampling), 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 및 눈덩이 표본

추출법 (Snowball sampling)이 있다. 확률 표본 샘플링 방법에는 단순무

작위 표본 추출법 (Simple random sampling), 계통표집법 (Systematic

sampling), 층화 표본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및 군집 표본 추출법

(Cluster sampling)으로 구분이 된다.

[그림 3] 샘플링 방법

위에서 언급한 확률 표본 샘플링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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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법 (Simple random sampling)은 모집단에 속

하는 개체를 표본으로 하여 추출할 때 미리 개체를 어떤 층 또는 분류로

나눈 다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가 동질이라고 여겨질 때 개

체에 동등한 확률을 부여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기 N인 모집

단으로부터 크기 n의 무작위 추출하는 데에는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샘플링 이론이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

본이 되며 모든 요소가 동일한 확률로 선택된다는 단순한 개념을 제공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보관중인 재고 중 일부는 불량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방법의 표본 추출법은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2) 층화 표본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은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표

본오차가 적은 표본을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를 둔다. 한 모집단

을 동질적인 소집단들로 층화시키고 그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모

집단을 정당하게 대표하는 표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집단의 특성

을 알기가 좋다. 하지만 층이 여러 개가 되면 비례적으로 추출하기가 어

려워지고 각 층의 비교 또한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

할 불량 메커니즘에 따른 불량 구분 및 보관중인 제품을 로트단위로 한

정하여 접근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층화 표본 추출법과 유사하다.

층화 표본 추출법으로 선택 가능한 총 수는 다음 (식 2)와 같다.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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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 표집법은 가장 간편한 임의추출 방법으로서 모집단의 모든

요소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처음 하나의 표본을 임의추출하고 일정한 간

격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교통량을 조사할 때 개표소를 통

과하는 사람을 일정한 간격으로 10명마다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순무작위 추출법보다 표본의 정밀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

에 대해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표본오차를 계산하기가 어려

우며 모집단에 주기성이 있다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4) 군집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포함

하는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표본추출 단위로 무작위로

몇 개의 군집을 골라서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이들 표본으로 골라진 군

집에 대하여 그 구성단위를 전수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으

로는 모집단의 전체 목록이 없을 때 이용하기가 쉽고 비용 절감의 효과

와 각 군집의 속성으로 모집단의 속성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각 군집의 이질성 확보를 위한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

우며 다른 표본 추출법보다 표본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3. 2. 표본 추출 검수

표본 추출 검수(Acceptance sampling)는 제품품질에 대해 검사

(Inspection) 및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 관련이 있으며 통계적 품

질관리에서 다뤄지는 오랜 주제 중 하나이다(Montgomery, 2001). 이는

품질관리에서 어떤 합격 요구수준에 제품의 로트가 부합하는가를 알아보

기 위한 표본 추출법이다.

샘플링 검사란 로트로부터 시료로서 제품을 몇 개를 추출할 것인가 또한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샘플링 검사의 장점은 적은 검사 수량으로 인해 인원 및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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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든다는 것과 많은 검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검사 오류 감소, 그리

고 검사에서의 불합격은 제조업체에게 품질향상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다. 샘플링 검사의 유형에는 6가지가 있으며 [표 1]과 같다.

[표 1] 샘플링 검사 유형

샘플링 검사 유형 로트 판정 기준

1 계수형 샘플링 검사 불량 개수나 결점수와 같은 계수치로 결정

2 계량형 샘플링 검사 길이, 무게, 인장강도 등과 같은 계량치로 판정

3 규준형 샘플링 검사

좋은 품질의 로트가 불합격되는 것을 피하려 하는

생산자와 나쁜 품질의 로트가 합격되는 것을

피하려 하는 소비자 양측의 요구 동시 만족

4 선별형 샘플링 검사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된 로트는 받아들이지만

불합격된 로트는 전수선별에 의하여 양품만을

받아들이는 검사 방식

5 조정형 샘플링 검사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로트를 연속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하는 로트의 품질상태(과거

납품상태)에 따라 샘플링 검사 방식을 까다롭게

하든가 수월하게 함으로써 공급자에게 품질 향상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한 샘플링 검사 방식

6
연속 생산형 샘플링

검사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방법에서와 같이

제품이 생산라인에서 연속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검사 방식

2. 3. 3. 검사 특성 곡선

검사 특성 곡선(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은 좋은 품질의 로트와

나쁜 품질의 로트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로트의 불량률과 불량률을 갖는

로트가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과 관계를 나타내는 곡

선이다. 이는 표본 추출 검수의 한 방법으로 품질을 관리할 때 로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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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임의검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불량률을 갖은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실험으로 구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트의 크기가 N, 로트의 부적합품률이 p인 로트로부터 크기 n의 시료

를 채취할 때에 시료 중에 나타나는 부적합품의 수를 x라고 하면, x개의

부적합품이 나타날 확률은 초기하분포(Hypergeometric distribution)의

이론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박성현 외, 2005).

      
 

 
 
  

,   ⋯min   (3)

예를 들어 N=1,000이고 n=30으로 고정시켰을 때 p,x의 여러 가지 경우

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면 [표 3]과 같고, 이때 합격판정개수(Acceptance

number) c=3이다.

[표 2] (n=30, c=3)인 경우 부적합품 발생 확률

x p 5% 10% 15% 20%

0 0.210 0.040 0.007 0.001

1 0.342 0.139 0.039 0.009

2 0.263 0.229 0.102 0.032

3 0.123 0.240 0.171 0.077

4 0.044 0.180 0.210 0.132

위의 [표 2]으로부터 p가 5% 일 때 로트가 합격할 확률은 (식 4)와 같

이 주어진다.

  
  



   (4)

= 0.210 + 0.342 + 0.263 + 0.123 = 0.938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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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적합품률이 p=5% 인 로트는 0.062의 확률로 불합격이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로트의 부적합품률 즉, p 값이 낮은 로트라도 불합격

되는 비율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급업체가 좋은 로트를 생산하고

도 불합격 판정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사 특성 곡선에서는 사전에 결정된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설계되는 검사방식으로 사전에 결정된 생산자

위험점(1-α)과 소비자 위험점(β)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학적으로 OC곡선

상에 두 개의 점을 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샘플링 검사방식을 결

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OC 곡선에서 사용되는 α,β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샘플링 검사방식(n,c)

는 다음의 관계식 (식 5), (식 6)를 만족시켜야 한다.

   
  



 



   

   (5)

  
  



 



   

   (6)

여기서  은 생산자 위험점, 소비자 위험점이며 α,β와 함께 사전에 결

정되는 값으로 위 식을 풀어서 (n,c)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수형 샘플링

검사방식에서 는 합격품질 수준 AQL(Acceptable quality level) 즉, 샘

플 중 결함이 있는 최소한의 수를 의미하며, 은 한계품질 수준

LTPD(Lot tolerance percent defective)이다. [그림 4]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검사 특성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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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사 특성 곡선

2. 3. 4. VMI 재고 검사 현황 및 문제점

VMI 제품에 대한 재고 검사는 2.3절에서 설명한 샘플링 검사를 기본으

로 진행하며 고객의 요구 및 제품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대상 재

고 전체를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특성

곡선(OC curve)를 이용하거나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 등으로

샘플링 검사 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VMI 전체를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

는 LCD 제품의 경우 품질저하로 인해 검사되는 제품의 수량이 많고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쉽지 않으며, 특히 VMI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로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로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로트의 품질 수준을

최소의 검사 수량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낮은 품질의 로트 처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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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 연구의 검토

생산시스템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불량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샘플링

검사(Inspection)는 많이 연구되고 있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Duarte (2010)는 불량 제품이 포함된 로트(Lot)에 대한 샘플링 검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특성 곡선(OC curve)를 이용하여 평균 샘플

링 개수(Average sampling number)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혼합정수계획

법(MINLP)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Wang (2001)은 제품 검사를 통하여

불량의 분포(Distribution)을 파악하였고 검사비용과 Warranty cost 사이

의 최적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조 공정에서 생산 시스템이 비정상상태(Out-of control status)로 바

뀌어 제품이 생산될 때 이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Huang (2007)은

마지막에 생산한 제품부터 역으로 검사하여 최적의 양품이 나오는 단계

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음 이항 샘플링(Negative binomi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총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검사 수량을 결정하

는 연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사원칙(Inspection policy)을 결정할 때는 Ben-Daya

(2004)와 같이 제품의 주문량과 동시에 고려하거나, Rahim (2001)의 연

구처럼 품질저하를 고려한 생산량을 통합적으로 결정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전자는 불량품을 베타(Beta) 분포를 이용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two-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로트 사이즈 결정 및 샘

플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로트에 불량이 포함될 가능성을 전

제로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샘플링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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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이는 로트의 불량에 대하여 대상 구간을 고려할 때 VMI

및 창고 전체 수량을 대상으로 삼는 가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제품에서

진행성으로 발생되는 불량 및 외부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량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에 생산된 제품의 로트는 이외의 다른 로트보다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생각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로트를 선정하고 샘플링 검사를 계획하는 모델을

정의함에 있어서 불량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재고 제품에 대해

사전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품질 수준 확인 후 분류하고 이를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가장 최적화된 방법의 샘플링 검사 문제를 풀었으며, 기

존의 프로세스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를

파악하고 실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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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제품의 불량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구성한다.

불량 발생 메커니즘은 불량을 원인관점, 시점관점 및 영역관점으로 나누

어서 불량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검사방법 제안은 수리모형을 바

탕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도록 구성하며 불량 발생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제 1 절 불량발생 메커니즘 및 품질특성

공급업체에서 모든 제조 프로세스를 거친 제품은 출하를 위해 마지막

으로 최종검사 및 출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종검사는 고

객이 요구하는 성능 및 특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제품별

로 이루어지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출하검사는 품질보증을 위해

제품의 로트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제품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제품을 평가하는 신뢰성 시험을 실시하기도 한

다.

이렇게 공급업체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여러 유통경로(해상, 육상,

항공)를 이용하여 고객의 생산 공장 근처에 위치한 VMI 및 창고에 입고

되며 고객의 생산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제품이 고객 생산 공정으

로 송출된다. 하지만 송출된 제품에서 고객이 관리하는 수준 이상의 품

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에서는 창고에 보관중인 동일 제품 및 동

일 로트의 제품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보유중인 재고의 수

량이 많거나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량이 다양한 경우 재고 검사를 포함한

재고 처리는 많은 의사결정 문제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유중인

재고에 대해 검사를 통한 제품 품질을 확보하는 경우 공급업체와 고객은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 제품품질의 경우 고객에서는 관

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여 공정에서 추가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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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려 하지만 공급업체에서는 요구 수준 정도 까지만 품질을 확보하

려 할 것이다. 보유중인 재고의 대상구간에 대해서는 고객에서는 가능하

면 전체 수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길 원할

것이며 공급업체에서는 적정 수준의 수량을 검사함으로써 고객이 지속적

으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품의 불량이 다양하거나 많은 완제품 생산을

위해 보유중인 재고 수량이 많은 LCD 제품의 경우 품질 문제로 인해

재고 검사 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품질문제 발생, 재고 대상 수량 선정

및 검사 후 송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시간 및 비용 관점에서 많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제품의 불량 현

상 및 원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1. 1. 제품 불량 특성

완제품에 탑재되는 부품으로서의 LCD 패널은 많은 전자제품에 사용

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불량 메커니즘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불량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적인 신호 전달 불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적 불량

(Electricity induced defects)이다. 이에 해당되는 세부 불량 모드로는

Line 불량(선형태), Abnormal display(block 형태), Dot 불량(pixel 불량),

LED (Light Emitting Diode) 부품 관련 불량이 포함된다.

둘째, 패널 내부 이물질 및 표면 스크래치, 깨짐 등의 외관불량이다.

셋째, 패널의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일부가 다른 영역과 비교 시 색

(휘도)에 차이가 있을 때 인지되는 불량으로 주로 제조 공정의 이상점과

관련이 깊은 균일성 불량(Non-uniform display defects)이 있다. 특히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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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불량의 경우 불량 판정 시 공정 내부 및 고객과 사전에 협의된 한

도샘플(Limited sample)이 있어서 결점이 있는 패널은 검사자의 육안으

로 비교 판정을 통해 최종 불량으로 판정된다(Jiang, et al., 2005).

이처럼 [그림 5]와 같이 LCD 제품은 전기적 불량과 같이 On/Off로

정확히 발현되는 불량과 외관불량 및 균일성 불량처럼 반드시 육안으로

불량의 현상 및 수준을 한도 및 결점의 개수를 이용하여 비교 판정하는

불량으로 구분되며 다른 제품과 달리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Kuo, 2006).

[그림 5] LCD 제품의 불량 특징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업체의 최종검사 및 출하검사 시 검사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통과되어 출하가 되었더라도 고객 생

산 공정 및 보관 창고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제품의 불량이 진행성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제품에 비해 많은 검사 조건 및 과정이

필요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많은 검사 비용 및 품질실패 비용이 소요된

다.

[그림 6]은 LCD 제품에서 발생되는 불량을 크게 불량현상, 1차 원인

및 2차 원인의 3단계로 구분하여 관련 있는 불량현상 및 발생 원인을 서

로 연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불량현상 중 Line 불량 (선형태)의 경우 1

차 원인으로 PCB 원자재 및 Driver IC 불량 등이 있고 다시 2차 원인을

보면 세부적으로 Driver IC 불량은 부품 원자재 원인과 핸들링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원인 등으로 발생 원인을 연결할 수가 있다. 또한

Abnormal display(block 형태)의 경우 1차 원인이 PCB 및 T-CON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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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성 불량과 패널의 특정 부위인 ASG 영역 불량의 FAB공정 원인

성 불량이 있으며 EOS(Electrical overstress) 및 ESD(Electrostatic

Discharge)성의 외부영향으로 야기되는 불량 발생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동일한 1차 원인이라 하더라도 2차 세부 원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량의 모양이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량에 대한 접근 시 불량 현상 및 원인을 개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 및 원인을 동일 특성으로 구분

지어 접근하는 방법 제안이 필요하다.

[그림 6] LCD 제품의 불량 현상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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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불량 발생 메커니즘

제품의 불량을 판단함에 있어 불량 원인을 파악하고 불량을 발생시킨

공정 및 설비를 계선하는 프로세스는 제조업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불량이 발생하면 각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불량

현상에 따른 세부 원인을 분석한 다음 적절한 처리 방법을 도출한다. 하

지만 불량의 현상이 다양하고 이를 유발하는 원인 또한 2차, 3차 원인으

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불량을 처리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

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량을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구

분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 메커니즘 분류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LCD 제품의 불량 및 원인

을 이용하여 VMI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 검사를 유발시키는 원

인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불량 원인이 제품 내부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존재하는지에 따른 원인관점, 불량 결점이 원래 존재 하였는지

아니면 진행성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른 시점관점, 그리고 불량의 발생

정도가 집단인지 아니면 개별인지에 따른 영역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

다. 이상의 3가지 관점에 따른 불량 발생을 다시 유형별 불량으로 구분

하면 [표 3]과 같이 4가지로 불량 발생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

를 다시 도식화 하면 [그림 7]과 같다.

[표 3] 불량 발생 메커니즘 분류표

원인관점 시점관점 영역관점

2차진행성 불량 내부 진행성 개별

외부영향 불량 외부 진행성 집단

사고성 불량 내부 진행성 집단

불특정 불량 내부 원래 존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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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불량 발생 메커니즘 흐름도

불량 발생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CD 제품의 경우 보관중

인 창고에서 진행되는 검사 중 Line 불량으로 검출되는 불량 같은 경우

분석결과 패널 제조 프로세스 중 FAB(Fabrication) 공정에서 발생한 이

물질(Foreign material)이 패널 내부의 일부 layer에 안착되어 있다가 지

속적인 전기적 신호 인가 및 패널 진동으로 인하여 패널 내부에서 미세

하게 이동하면서 layer를 가로막게 되어 원래 흐르던 신호를 차단하여

전기적인 신호 불량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정의한

불량 발생 메커니즘에 매칭 시키면 원인관점의 이물질이 제품 내부에 존

재하였고 시점관점에서는 원래 존재, 그리고 발생 영역 관점에서는 제품

개별적인 발생으로 분류가 되어 이는 메커니즘 유형으로는 2차 진행성

불량(A)에 해당한다.

또 다른 사례로 Abnormal display 불량의 경우 겨울철 저온 건조한

외부 환경에 장기간 보관된 패널의 경우 정전기로 인해 패널 내부의 일

부 패턴이 피해를 받아 전기적인 신호를 차단하게 되어 불량으로 발현되

는 경우이다. 이런 불량은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으며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진행성으로 발생하고 또한 한번 발생이 되면 집단으로 발생되어 메

커니즘 중 외부영향 불량(B)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불량을 하나의 원인

및 유형으로 보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지만 앞에서 제시한 불량



- 26 -

발생 메커니즘으로 구분하면 4가지로 한정하여 접근할 수가 있다. 따라

서 품질저하가 발생한 제품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불량 현상

및 원인에 의하여 VMI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 전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대상 수량의 증가 및 비용 상승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

았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불량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불

량 메커니즘에 입각한 접근은 고객의 신뢰성 향상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1. 3. 품질특성

앞 절에서 설명한 불량 메커니즘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원인이

다양하고 처리해야하는 재고 수량이 많은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특성(Quality

characteristic)의 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제품

의 품질특성은 공급업체의 모든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이후 다양한 운송

및 보관 조건하에서 진행성으로 발생하는 불량이다. 진행성 불량은 크게

3가지의 원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환경 영향으로 발생하는 진행

성 불량으로 이는 운송 과정 및 VMI 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외부 환경

으로 인하여 제품의 특성이 변하고 결국 진행성으로 불량으로 확대되는

불량이다. 둘째, 공급업체의 제조 공정 원인으로서 이는 미세 결점들이

시간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추후에 제품의 불량 수준까지 확대되는

불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불량은 고객에서 완제품을 생산

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불량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

아 결국 이는 비용 및 회사의 품질수준과도 직결된다. 셋째, 공급업체의

사고성 원인 및 검사 잘못과 같은 기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불량이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불량에 대한 메커니즘별 접근을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VMI에서의 제품 로트에 대한 품질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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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트 정보관리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로트의 품질수준에 대한 정

보 관리 방법과 불량 메커니즘 분류 중 외부환경 영향에 의한 불량 로트

의 정보관리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로트

의 정보 즉, 품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로트가 향후

고객 공정 및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

하는 선순환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2. 1. 로트 품질 매트릭스 구축

초기 및 문제 상황에서 유의확률 를 결정함에 있어서 샘플링 검사를 수

행한 해당 로트는 품질수준에 따라 다음 3가지 상태로 구분한다.

ⅰ) G (Good) : 검사 로트의 품질수준이 고객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고 안정된 품질 수준의 로트

ⅱ) S (Satisfactory) : 고객 요구수준 및 고객에서 관리하는 수준의

품질로서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로트

ⅲ) F (Fail) : 고객 요구수준 보다 훨씬 높은 경우로 향후 고객 공정에

송출되었을 경우 품질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로트

위에서 설명한 로트의 품질 수준을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며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단히 G, S 및 F로 표시한다.

VMI 창고에서 검사를 수행하여 품질 정보가 확보된 로트는 실제 고객

공정에 송출되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이터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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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로트의 품질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그림 8]과 같이 매트

릭스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로트별로 VMI에서 사전 샘플링

검사한 결과에다가 추후 고객 공정에 송출 된 후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이 된다. VMI에 대한 모든 로트를 그림과 같이 색깔로 구분하면

창고의 재고를 구분 및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 빨간 색으로 구분된 로트들의 경우 더 빠르

게 고객 공정에 송출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장기보관으로 인

해 발생 가능한 품질 불량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로트 품질 매트릭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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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로트 온습도 관리 프레임워크

제품의 가공 및 저장 시 온습도 관리는 주위 환경이 제품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

사에서는 항온항습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온습도의 변

화에 민감한 반도체, LCD 및 제약 제조과정에는 항온항습 시스템이 필

요하고 실제로 가동된다. 만약 온습도 관리가 적절히 제어가 되지 않았

을 경우 제품의 불량이 발생되며 이는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에는 최적의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전 공정에 걸쳐

적절한 온습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하지만

제품이 출하되어 운송, 이동 및 보관 등의 단계에서는 제품이 외부환경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온습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박스

등으로 2중, 3중 제품을 포장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의해 제품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제품의 특성 및 성능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품 출하 후 온습도 관리를 위해

각 과정별로 매 시간 또는 매 시프트 마다 해당 로트의 온습도 정보를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렇게 측정된 온습

도 정보는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 전송이 되고 이는 제품

별로 로트 정보와 함께 저장되고 로트별 관리가 수행된다. 이를 도시하

면 [그림 9]와 같고 이는 각 단계별 온습도 정보가 측정 및 전송되고 이

는 다시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되며 이런 정

보를 바탕으로 로트의 검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로트별 샘플링 검사는 로트의 품질정보가 불량

메커니즘 중 외부영향으로 판단이 될 경우 해당 로트의 출하 후 온습도

정보를 본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게 된다. 로트가 이동하는 경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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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품 온습도 정보관리 프레임워크

온습도 정보 구축을 통하여 어느 단계에서 몇 시간 동안 온습도의 변화

가 발생하였는지 파악 후 로트의 검사 결과와 함께 해당 로트의 제품이

받은 영향 및 피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를 받은 로트의

위치 및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신뢰성 평가와 온습도 변화 방지를 포함

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며 이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외부영향 품질문제 개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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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반적인 제품 검사 프로세스

공급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업체에서 출하 후 고객 공정으로 송출되

기 전 VMI 및 고객 생산라인 근처에 위치한 창고에 대개 일정기간 보

관이 된다. 최종 소비자의 구매 및 보급 정도에 따라 고객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정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보관중인 부품도 송출되는 일정 계

획을 수립하게 된다. LCD 제품의 경우 고객에서는 약 1개월∼2개월 정

도의 사용 가능한 재고를 유지하며 추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

리하고 있다.

다음 [그림 11]은 일반적으로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이 고객 공정으로

송출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이다.

[그림 11] 보관제품 검사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VMI에 보관 중이던 제품이

고객 공정에 송출된 후 완제품 조립 도중, 제품 로트에서 품질이상이 발

생하였을 경우 고객에서는 제품을 추가로 생산할 수가 없고, VMI 및 창

고에 보관중인 나머지 제품에 대해 신뢰성 확보 목적으로 검사 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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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요청하고 심지어는 품질이상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반품 및 회수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제품의 보관 조건 및 기간

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조건이

나 겨울철의 저온 건조한 상태는 충분히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변

화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며 이로 인한 불량으로 인해 피해는 증가하

며 처리비용을 공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에 업체에서

생산 도중 유발된 미세한 결점이 불량으로 확대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첫째: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제품

생산 중 발생되는 불량이 정해진 품질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ⅱ) 둘째: 고객 조립라인에서 특정 불량이 대량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은 공급업체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인 경우

ⅲ) 셋째: 동일 피해 예상되는 구간의 제품에 대한 검사 요구

위의 원인 중 둘째는 업체의 공정 이상 포인트 발생과 업체에서 제품

출하 후 운송도중이나 창고 보관 중에 외부 환경 영향으로 제품의 특성

이 변하는 EOS 불량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셋째는 발생된 품질사고에

대해서 동일시기에 제조되었다거나 동일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재고 제

품에 대해 피해 예방 차원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때 실시

하는 검사는 피해의 정도 및 수량에 따라 다르며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음 [그림 12]는 일반적인 Supply chain에서 제품이 이동하는 흐름

과 생산 도중 발생한 품질이슈로 인해 야기되는 창고에서의 제품 검사를

도식화 한 것이다. 처리의 방법으로서 검사에 따른 예상 발생 문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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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대상구간의 선정 문제, 검사된 제품의 추

가 품질 문제 및 검사에 따른 비용 상승과 고객의 제품 신뢰도 하락 등

으로 정리가 되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12] 검사에 따른 발생 가능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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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리모형 구축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VMI 및 창고에 입고된 제품 로트에 대해

서 고객 공정 송출 전에 실시하는 샘플링 검사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및

수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의 기호들은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검사 수량 결정을 위해 사용

된다.

<기호>

 : 출하제품 기대 불량률 (평균)

 : 출하제품 기대 불량률 (표준편차)

 : 고객 관리 불량률

 : 출하 시 기대품질 (공급업체)

 : 유의확률 (품질검사 신뢰도 = 1-)

 : 로트 크기 (Lot size)

 : 샘플 크기 (Sample size)

 : 제품 검사 비용 (per unit)

 : 사후 제품 검사 비용 (per unit)

 : 모델별 제품 검사 불량률

 : 검사 용량 (Capacity)

 : 정상로트의 불량률

 : 불량 수

′ : 고객 공정에서 문제 로트로 판정될 위험

제품 로트의 크기를 이라 할 때, 정상로트의 불량률 는 평균이 이

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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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특정 로트의 불량률을 P라고 할 때, 샘플링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는 귀

무가설()는 다음과 같다.

 : 가 고객에서 관리하는 품질수준  보다 작다 (  )

샘플링하는 표본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p의 추정량은 는 x/n 이며

여기서 는 관심 있는 값인 불량 수이고 은 무작위 추출을 통한 검사

수량(sample size)이다.

여기서 기댓값 E[ ]=p 이고, 분산은 Var()=p(1-p)/n 이므로 검정 통

계량 Z는 만약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로 근사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규근사 된 검정통계량 Z (식 8)을 얻을 수 있다.

 






  

  
(8)

는 유의확률이고 이는 공급자와 고객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으로 가정하며 향후 시뮬레이션을 수행 시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

다.

실제 불량률을 ′ 이라 할 때 샘플링을 통과할 확률 는 다음의 (식 9)

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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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연구에서는 로트의 불량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자료 축적을 통하여

불량 원인별 불량률 분포 및 이전 로트의 불량이 다음 로트의 불량에 미

치는 영향 또는 특정 외부환경조건에서 불량이 발생할 확률을 알고 있

다고 가정한다. 또 두 사건이 이산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정상로트와는 별도로 공정불량 로트 X는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외부환경 로트는 평균이  이고 분산

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다음의 (식 10), (식 11)과 같

다.

 ∼ 
  (10)

 ∼ 
   (11)

한편 로트의 투입률 향상을 위해 샘플링을 통과한 로트에 대해 샘플링에

서 발견된 불량을 제거한 후 투입한다고 가정하자.

특정 K번째 로트가 공정불량인 사건을  라고 하고, 다음 로트 또한

공정 불량일 확률을    
 

  라고 할 때, 다음 샘플링을 통과한 로

트가 고객 공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될 위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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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2)

외부 환경으로 인한 불량의 경우도 공정 불량의 경우와 유사하다. 환경

요인 C가 c 이상일 때, 특정 로트가 불량일 확률을  
      이고

샘플링을 통과한 로트가 고객 공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될 위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13)

마지막으로 아무런 불량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로트가 샘플링을 통과한

이후에 불량으로 판정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  ≥   
    

(14)

위에서 설명한 각 상황에 따른 샘플링 비율과 샘플링 위험도인 ′의 관

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이 표현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샘플링 비율이고 세로축은 샘플링 위험도 (′)으로
주어지고 이때 공정불량 로트, 외부환경 로트 및 정상로트의 값을 구하

여 표시한 것이다. 초기 샘플링 비율이 낮은 경우 로트의 상황에 따라

샘플링 위험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샘플링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정불량 및 외부환경 로트의 샘플링 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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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3] 로트별 샘플링 비율과 샘플링 위험도(′)

이상에서와 같이 샘플링 위험이 불량 유발 요인 유/무와 요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량 유발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로트와 일반 로트의

샘플링 위험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개수의 조정이 필요

하다. 유발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로트의 샘플링 개수를  , 유발 요

인이 발견된 로트의 샘플링 개수를 유형별로   이라고 할 때, 이들

값을 조정함으로써 불량으로 인한 비용을 최저로 하는 샘플링 계획을 수

립할 수가 있다.

한편 기존의 샘플링 방법은 로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로 모든

로트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샘플링 개수 또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샘플링 크기 은 검사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결정되며 총 검사비용은

(식 15)로 표현이 된다. 식의 앞부분은 해당 로트(Lot)의 초기 샘플링 검

사를 실시할 때의 비용이고 뒷부분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 추가 조치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총 비용은 이 두 부분의 합으로써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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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

총 검사비용을 최소화하는 샘플링 사이즈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적

화 문제로 풀어야한다. 단 복잡한 차수의 식이므로 확정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최적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

황에 따라 검사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찾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및 결과는 4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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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전 품질 샘플링 검사 프로세스

본 절에서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샘플링 방법을 제시한다. 3절에

서 제시한 수리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VMI에 입고된 로트의 샘플링 검

사 및 처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를 통

해 얻어진 로트의 품질 수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 및 활용하

는 품질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VMI에 입고된 제품의 로트에 대한 사전 샘플링 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ⅰ) 해당 로트의 샘플링 검사 결과에 따라 가  보다 작으면 해당

로트를 만족할 만한 품질수준으로 판단하고 통과 시킨다.

ⅱ) 검사 결과 가  보다 크면 해당 로트는 품질의 이상이 있는 문제

로트로 분류한다.

ⅲ) 문제 로트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불량 메커니

즘에 따라 분류하고 메커니즘별로 정해진 처리절차를 수행한다.

불량 메커니즘 및 처리절차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불량 메커니즘에 따른 로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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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량 메커니즘에 따른 처리절차 수행 중 일정 수준 이상 문제로트

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의확률 와 샘플사이즈 n을 초기 값으로

복귀하고 일반 검사를 수행하는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위에서 정리한 로트의 검사 및 처리는 기본적으로 VMI 및 창고에 보

관되는 전체 재고 수량을 품질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객 공정에 송출 전 VMI

및 창고에서 해당 제품의 한정된 수량의 로트를 대상으로 처리하는 프로

세스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 및 공급업체는 처리 대상

수량을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있고 사전 품질 샘플링 검사를 통해 얻어

진 로트의 품질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로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처

리 수량 및 비용 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로트의 품질에

대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더 개선된 Supply

chain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림 15] 사전 샘플링 검사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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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5]는 기존의 프로세스와(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

스(우)를 비교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고객 공정에서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를 위해 검사 수량을 결정하는데 해당 로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

황에서 처리가 된다. 해당 로트 뿐 만이 아니라 VMI에 보관되는 다른

로트도 동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검사 수량이

증가가 불가피하다. 만약 샘플링 검사가 된 로트가 다시 투입되어 고객

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검사가 다시 진행되

고 이는 비용을 상승하고 품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루프(Loop)를 반복하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에 [그림 15] 우측의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일단 로트가

VMI에 입고되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

을 분석한 후 기존에 정해진 메커니즘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로

트 중 품질 수준이 안정된 로트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로트는 정해진 처리 절차를 수반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

세스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초기화 되어 다시 정상상태로 복귀한

다.

로트에 대한 분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G (Good) :     ,

S (Satisfactory) :    , F (Fail)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검사 품질수준과 공급 업체의 출하 시 기대품질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세스들의 차이점은 크게 로트에 대한 품질 정보

를 미리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할 대상 수량을 줄 일 수 있고 제품에 대한 핸들링을 감소하여 품질

수준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외부 온습도 및 환경에 의한 원인일

경우 기존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로트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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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 진다.

제 4 장 시뮬레이션

제 1 절 분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의 수행은 3장에서 제시한 검사 시스템 및 수리모형을 바탕

으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샘플링 조건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샘플링 검사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개발 언어는 C#이며, 개발 도구

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0을 이용하였다.

4. 1. 1. 시나리오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급업체에서 생산 및 출하 후 VMI에 보관될 제품은

품질의 산포를 내포하며 품질검사를 수반한다는 것을 모델로 하였다. 시

뮬레이션은 크게 기존의 품질문제가 발생되면 보관중인 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프로세스와 VMI에 입고된 제품의 로트를 샘플링 하고 품질문제

가 예상되는 로트는 고객 공정 투입 전에 전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고

객 생산라인에서 동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비교하였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로트의 기본 품질 수준은 일정 수

준의 불량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후속 로트에 대해 품질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을 기반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처리 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주요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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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샘플링 검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총 비용을 최소

화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은 초기의 기초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5개 부분의 데이터 값을 변경하면서 도출된 값과 비교 분석

하였다. 특히 각 항목의 데이터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기존 프

로세스와 제안 프로세스 사이에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고 바뀌는지 살

펴보았다.

특히 선택한 파라미터들은 연구에서 제안한 불량 메커니즘 분류에 따른

사전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요소 5가지

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각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비용이

변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며 5가지 파라미터 중 어느 것이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을 때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였다.

ⅰ) 제품 로트의 불량률 및 품질문제가 발생할 확률

ⅱ) 유의확률  값

ⅲ) 후속 로트의 품질 문제 발생 확률

ⅳ) Sampling rate

ⅴ) Penalty 비용 (고객 생산 일정 영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총 비용과 품질문제가 발생된 로트

의 발생 빈도수이며 기존의 프로세스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에

대해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을 파악한다.

4. 1.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명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사용된 [표 4]의 파라미터들을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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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로트(Lot)수’는 100으로 설정하였고 ‘로트의 크

기 N’은 최소 10,000 에서 최대 100,000개로 설정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

게 변화를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불량률’은 출하된 제품의 기대 불량

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이고 모두 0.05이다. 고객에서 관리하는 ‘공정관리

불량률’은 0.1이며 이 값을 상회하는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에서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부품)의 추가 투입을 거부 하거나

잠시 중단되며 이는 Penalty 비용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Factor 1 불

량률’은 공급업체의 공정 원인 즉, 불량 메커니즘에서 분류한 것 중 2차

진행성 불량에 해당되며, ‘Factor 2 불량률’은 외부 환경 영향 원인으로

발생되는 불량률로서 모두 0.1로 설정하였다.

‘유의확률 0.05’는 제품 로트가 95% 확률로 샘플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는 값이며, 다음으로 ‘Factor 1 발생확률(Normal)’의 의미는 이전 로트가

공정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아닐 때 다음 로트가 공정 원인의 품

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며 이 값은 0.1이다. 반대로 ‘Factor 1

발생확률(품질문제 예상)’은 이전 로트가 공정 원인에 의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로트도 동일 원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될 확률로서

0.3으로 설정하였다.

결정변수인 ‘Sampling rate’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경우 0.1로서 해당

로트의 10%를 검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고, Factor 1 및 Factor 2에

주어진 0.3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로트의 품질 정보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는 30%의 로트를 검사하도록 설정하였다.

샘플링 검사 비용은 단위 제품 당 10이며, 만약 샘플링 검사 후 투입된

로트에서 고객이 관리하는 품질수준을 상회하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Penalty는 1,000으로 하였다.

이상의 파라미터들을 입력 값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얻

어지는 출력 값으로는 총 비용을 구성하는 샘플링 검사 비용 및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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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Factor 1 및 Factor 2의 문제 발생 로트(Lot) 수 그리고 나머지 품

질 문제 (불특정 원인, 내부 사고성 원인)가 발생되는 로트 수와 문제없

이 통과된 로트 수를 얻을 수 있다.

[표 4]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파라미터 입력 값 파라미터 입력 값

로트(Lot) 수 100
유의확률

()
0.05

로트(Lot) 크기 N

(Min)
10,000

Factor 1 발생확률

(Normal)
0.1

로트(Lot) 크기 N

(Max)
100,000

Factor 1 발생확률

(품질문제 예상)
0.3

제품 기대불량률

(평균,)
0.05 Factor 2 발생확률 0.1

제품 기대불량률

(표준편차,)
0.05

Sampling rate

(Normal)
0.1

고객 공정관리

불량률 ()
0.1

Sampling rate

(Factor 1)
0.3

Factor 1 불량률

(평균)
0.1

Sampling rate

(Factor 2)
0.3

Factor 1 불량률

(표준편차)
0.05

Sampling

검사비용

(per unit)

10

Factor 2 불량률

(평균)
0.1

Penalty 비용

(per unit)
1,000

Factor 2 불량률

(표준편차)
0.05 시뮬레이션 반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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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뮬레이션 결과

앞 절에서 설명한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각 상황별로 실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주어진 상황의 목적 및 의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실험 1> : 기준 시뮬레이션

기준 시뮬레이션 수행의 목적은 연구에서 제시한 검사 시스템 및 시나

리오에서 제시한 상황 및 발생확률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기준

이 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림 16]은 기존 프로세스 및 제안한 프로세스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발생한 비용을 나타내었다. [표 4]에서 제시한 기본 데이터 값을 기준으

로 실행한 결과 값이며 Sampling cost 에서는 제안한 프로세스가 기존

의 프로세스 보다 검사 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높지만, Penalty cost에

서는 품질문제 발생 확률이 낮아지므로 비용이 낮아진다. 하지만 전체

비용에서는 제안한 프로세스가 약 4%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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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프로세스별 발생 비용

[표 5]는 시뮬레이션 수행 시 발생한 로트에 대한 정보이다. 시뮬레이션

을 100회 반복하여 얻어진 결과이며 Factor 1 및 Factor 2의 발생은 평

균 1.3∼1.7회 정도이고 정상 로트는 92.5∼92.7 정도가 나왔다.

[표 5]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로트 분류

Factor 1 Factor 2
내부사고성

불특정 이슈
정상 로트

기존프로세스
100회 165 131 459 9,245

평균 1.7 1.3 4.6 92.5

제안프로세스
100회 158 135 438 9,269

평균 1.6 1.4 4.4 92.7

<실험 2> : 로트의 기대품질 수준 변화

이번 실험은 공급업체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의 로트가 내포하는 품질

수준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하였을 때 이런 품질수준의 변화와 검

사로 인한 비용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의 프로세

스에서는 제품 로트가 내포하는 품질수준이 모두 동일하고 운송 및 보관

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기에 이번 실험과 같

이 기대품질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7]은 로트의 기대품질 수준인 가 변하면 이에 따른 발생 비용

의 변화를 나타낸 도표이다. 기대품질수준인 =0.14 이하에서는 제안

프로세스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지만 =0.15에서는 기존 프로세스가 비

용이 높아지며 제안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품질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제품의 불량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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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이는 제안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샘플링 검사를 함으로써 향

후 고객 생산 라인에서 발생될 품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17] 기대품질 수준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

<실험 3> : 내부 공정원인의 심각성 정도 변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발생 가능한 품질 문제의 종류 및 피해 정도

는 발생한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심각한 문제의 경우 전체 로트가 대상

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문제의 경우 제품 로트 중 일부 수량만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8]은 공정원인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비용의 변화를 프로세스별

로 나타낸 것이다. 공정 원인에 의한 품질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0.1 및

0.2 수준에서는 기존 프로세스의 비용이 낮고 증가하는 비율 또한 두 개

의 프로세스에서 비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각성

정도가 0.3을 넘어서면 제안한 프로세스에서 비용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

타내내는데 이는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품질문제가 커질수록 이로 인한

샘플링 검사 수량의 증가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고객 공정에서 발생할 품

질문제로 인한 Penalty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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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공정원인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비용 변화

<실험 4> : 유의확률 () 변화

유의확률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고객 공

정에 아무런 문제없이 송출되는 확률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고객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송출되면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품질 수준에 따라 해당 로트가 반환되거나 검사를 실시

하는데 이를 유의확률의 변화로 반영하였고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전체 품질문제 중 약 10∼15%

정도가 이와 관계된 문제로 발생하였다.

[그림 19]는 유의확률 가 기본적으로 가정한 0.05에서 이를 낮추는 0.10

및 좀 더 강하게 관리하는 수준의 0.01로 변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유의확률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별 비용의 차

이에 대한 변화는 변곡점은 발생하지 않았고 일정 수준 정도가 유지된

다. 다만 유의확률에 따라 약간의 비용 차이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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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유의확률 에 따른 비용 변화

<실험 5> : 품질문제 발생 확률의 변화

이번 실험은 공급업체의 공정 원인으로 인한 품질 문제가 발생된 로트

를 발견하였을 때 후속 로트가 동일한 품질 문제를 내포할 확률의 변화

에 따라서 프로세스 사이의 비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기존 프로

세스에서는 로트의 품질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로트

에서 문제가 확인이 되더라도 후속 로트는 얼마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는 반드시 검사를 모두 수행한 후에야

결과를 일부 알 수 있는 정도였다.

[그림 20]은 품질문제의 로트가 발생될 확률을 변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Factor 1 rate가 0.2 조건에서만 제안한

프로세스의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제 발견으로 인해

검사하는 수량이 제안한 시나리오에서는 많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

사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였을 경우 후속 로트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 재고 전체를 한번만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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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여 해당 문제의 제품을 모두 검출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며

이는 제품 검사 시 Over killing 하는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림 20] 품질문제 로트 확률의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

<실험 6> : 샘플링 수준의 변화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샘플링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항상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로트의 얼마를 검사 할 것인가 또

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에 이번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샘플링 수준이 변하였을 때 비용

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21]는 일반적인 품질 상황에서 샘플링 검사 수준을 증가하였을 경

우 발생하는 프로세스별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샘플링 수

준이 증가하면 기존의 프로세스 및 제안한 프로세스 모두 비용은 증가하

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그 차이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검사 증가에 따른 비용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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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샘플링 수준에 따른 비용 변화_Normal

[그림 22] 샘플링 수준에 따른 비용 변화_Factor1,2

[그림 22]는 Factor 1 및 Factor 2의 품질문제 상황에서 샘플링 수준을

0.3부터 증가하였을 경우 비용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수준이 0.4에서

는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비용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의 수준에서는 품질악화로 인해 샘플링 검사를 많이 실시하여 제안한 프

로세스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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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7> : Penalty 비용의 변화

시뮬레이션 수행 중 Penalty 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고객관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객에서는 제품 생산도중 발생하는

문제의 건수가 한 달에 얼마인지 또는 자주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관심사

항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완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발생

하는 품질문제이다. 이는 품질문제로 인해 이미 조립된 완제품을 모두

분해하는 수고 및 많은 낭비를 유발하고 심지어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된

제품의 경우 반환으로 인한 막대한 처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23]는 샘플링 검사 비용을 고정하고 고객 공정에서 관리하는 수준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불하는 Penalty 비용에 대해 변화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을 보면 Penalty가 3000 이하에서는 기존

및 제안한 프로세스에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상이 되면 제

안한 프로세스에서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Penalty 수준에 따른 비용 변화



- 55 -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출하된 제품의 고객 공정 송출 전 품질저하로 인한 검사

발생 시 검사 수량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

다. 현 산업에서는 보관중인 재고의 수량이 많고 불량 유형이 다양한 경

우 품질 문제가 발생한 후에 재고 처리를 포함한 문제를 처리하는 프로

세스가 적용 중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먼저 검사를 유발하는 제품 불량 및 품질문제에 따라 해당 로트의 처리

가 가능하도록 제품의 특성에 맞는 불량 메커니즘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또한 정의된 불량 메커니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제품의 품

질특성을 정의할 수가 있었다. 이런 품질특성은 공급업체에서 제품 출하

된 이후 고객 공정에 송출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행성으로 발생하는 불량

이 주요한 대상이며, 원인으로는 환경 영향, 공정 내부 및 기타 원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품질 특성 및 불량 메커니즘을 통하여 로트의 품질정보가 파악이 가능

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속된 정보 수집을 통하여 로

트에 대한 품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다. 수집된 품질정보

를 바탕으로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품질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샘플링 검

사 수량이 정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량 메커니즘에 따른 다양한 샘

플링 검사 수량을 정할 수가 있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된 로트의 품질 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고 활용되면 이를 통하여 검

사 수량 감소 및 고객의 신뢰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트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구축된다면 품질문제에 따라 로트의 불량률

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값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링 수량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수리적인 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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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수리적 모형을 통해 구축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기본적으

로 알아볼 수 있지만 문제로트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샘플링이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검사 비용은 증가하지만 사전 검사를

통하여 고객 공정에서의 문제 발생은 감소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인

불량(Defect) 비용 및 Penalty 비용은 줄어드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의

시스템의 디자인 및 프로세스 설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

여주고 있으며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조건들을 각 파라미터별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 24]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서 본 연구의 진행 방향 및 연구

를 통해 밝히고자 한 내용을 간략히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4] 연구 진행 과정 도식화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제품 로트의

품질수준의 변화 및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속 로트에서 동일 문제

가 발생할 확률이 변하였을 때 기존 프로세스 및 제안한 프로세스의 비

용의 변화가 심하였고 또한 프로세스 사이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조건 설정을 통하여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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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검사로 발생되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에 로

트의 품질정보에 따라서 검사방법을 달리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현

재 산업의 패러다임인 고객 공정에서의 제품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을 만

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이는 곧 공급

업체의 비용 감소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가

정하였던 품질 문제가 예상되는 로트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의 3.5절에

서 제시한 로트의 품질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지만, 연구에

서는 아직 정보 구축 프레임만 제시하였기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로트

의 품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검사 수량 감소 및 품질 문제 방지

를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업체

의 제조 공정 중의 품질 수준과 비교하여 VMI 및 창고에 제품 입고 시

진행했던 샘플링 검사를 줄이는 방안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로트의 처리는 미리 해당 로트

의 품질수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처리비용 및 이를 감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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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비용 최소화를 위한 샘플링 검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코드는 C#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파라미터 정의 및 변수

2. Main 함수

3. 불량 유형별 로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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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량 유형별 로트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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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an inspection system

for reducing quality deterioration

under VMI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Lee, Jae Bong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quality problems of the product which is transmitted

to the customer process occur, whole inventory kept in VMI is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product’s kinds and characters.

Quantity of inspection is settled by the causal analysis of the

failure, but in severe cases, targets of that are expended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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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as well as the product which is inspected.

The earlier studies proposed ideal sampling methods or

damage-minimized models which considered both cost and time. The

study defines failure mechanism by the type of failure and design

the sampling inspection depending on it. The study draw an

optimal method from simul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n

preventing quality deterioration and minimizing the cost of

inspection.

The method proposed is like that when lot numbers of the

product are stocked in VMI, pre-sampling inspection is

implemented at first, and then the lot number whose product

quality is poor is categorized in failure mechanism and

additional inspections and designated actions are implemented to

reduce the cost and the quality problem in the customer

process.

keywords : VMI, quality deterioration, sampling inspection,

failure mechanism, simulation

Student Number : 2011-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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