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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의 제품 개발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 플랫폼과 같은 공용

설계를 이용하여 대량 맞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즉

플랫폼 기반의 제품 설계 유무가 기업 간의 신제품 경쟁에 있어

중요한 차별 요소가 되며,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조건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의 포괄적인 설계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과거에는 유사 제품군들을 분류하고, 비슷한 특징을

플랫폼화 시켜 다양한 변종군 제품들을 생성하는 등 제품 플랫폼

구축 시 제품의 기능적 특징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기법 하에 제품 구성요소들간 연관 관계나 비용 등을

이용하여 유사점을 찾고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설계 방법론을 기반으로 제약

조건이 반영된 모듈화를 본 연구 통해 제품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제품 플랫폼

구축에서의 클러스터링은 구성 요소 간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 조건 클러스터링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제약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초기 제품 기대수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지 및

보수에서 많은 비용 손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사용 환경

제약 조건인 발열이나 유지 보수, 패키징 등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클러스터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사례 연구를

통해 구현하여 개선된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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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GTA(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을

이용하여 기존 클러스터링에서 더욱 개선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제약 조건을 반영한 제품 플랫폼 구축 방법을 구현하였다. 특히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요인들을 IGTA에

적용하여 클러스터링 한 결과 모듈이 제약 조건들을 반영하여

모듈화 됨을 확인하였고, 모듈성 척도를 이용해 제약 조건이

가중될수록 모듈화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 모듈 내 밀도가

높아지고 구성 요소들이 분할되는 적합도가 상승함을 보였다.

주요어 : 제품 플랫폼, 모듈화,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IGTA), Design Structure Matrix(DSM), 모듈성

척도(Modularity Index)

학   번 : 2016-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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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의 제품 개발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 플랫폼과 같은 공용

설계를 이용하여 대량 맞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플랫폼이란 제품군 내 제품들의 공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브시스템 또는 구성품과 그 인터페이스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를 공유하는 다수의 파생제품들이 모듈화 된 서브시스템을

차용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 예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큰 무게와 부피를 차지하는 부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등 모듈화된 제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 자원 소모를 줄이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플랫폼 기반의 제품 설계 유무가 기업 간의 신제품 경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다양한 요구 조건과 기능을 수행 가능한

제품의 포괄적 설계를 가능케 한다. 이처럼 제품 플랫폼 설계가

제품의 기능적 특징을 구현하는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군집분석(유재욱, 2014)이나 수리 계획법(Fellini et al., 2000) 등

다양한 기법 하에 제품 구성요소들간 연관 관계나 비용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찾고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해 제품 구성 요소들을

모듈화(Modularization)하여, 각각을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모듈



２

단위의 생산 및 유지보수 향상을 꾀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문제를 위한 제품 플랫폼일수록 클러스터링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변수뿐 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의

외부 제약 조건들이 포함된다. 예로 전기 기기의 경우 표준

회로도를 참조하여 용도 및 설치될 장소에 따라 적절한 변형을

거쳐 설계되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조건까지 고려하기는

힘들고, 설치 이후 초기 제품 기대 수명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지

및 보수에 있어 비용 낭비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되어 제품 설계에서 모듈화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들을 Cladistics model로

분류하고 이를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AlGeddawy, 2014)이나

분류된 제품 변종군을 모듈링 하는 기법(AlGeddawy & ElMaraghy, 

2013)과 같이 설계 단계에서의 클러스터링 기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발열 문제나 제품 하중, 유지 보수 용이성과 같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조건을 고려한 제품 플랫폼

구축에 관한 논의는 현저하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설계 방법론을 기반으로 제약

조건이 반영된 모듈화를 본 연구를 통해 제품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미 구축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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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그 조합을 변경하여 최적의 모듈을

구축하기 위해 방법론으로 Top-down 및 모듈 기반 제품군 설계를

채택하였다. 클러스터링을 통한 모듈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의 구성요소 내에서 한정된 연결관계를 바탕으로 Component-

based DSM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제약 조건에 따른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IGTA)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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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제품

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기존 방법론을 분석 및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Design Structure Matrix와 각종 모듈 클러스터링

기법 및 모듈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Modularity index 값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모듈화 기반 제품 설계 방법론으로 설계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에서 사용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부가될

제약 조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최종 클러스터링 결과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제약 조건 유무와 제약 조건 조합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클러스터링 결과에 대하여

Modularity index를 적용하여 모듈화 정도를 판별하고, 제약

조건이 부가됨에 따라 Modularity index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의의를 정리하였으며, 자체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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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제품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모듈화를 통한 제품 개발 방법론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모듈화를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과 제품 요소를 도시하기 위한 Design 

Structure Matrix 기법 및 최종적으로 모듈성 평가를 위한 척도를

설명할 것이다.

2.1 제품 플랫폼

제품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 및 제품의

기능성, 공용성을 모두 잡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제품

플랫폼이 대두되고 있다. 제품 플랫폼(Product platform)은 제품군

내 제품들의 공통 구조(Common structure)를 이루고 있는

서브시스템 또는 구성품과 그 인터페이스(Sub-

systems/Components and interfaces)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Jiao 

et al., 2007).

제품 플랫폼을 공유하여 다수의 파생 제품들(Product 

variants)이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생산되며, 결과적으로 제품군 내

제품들의 플랫폼을 확보하여 개발비용 및 시간을 줄이면서, 품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품 플랫폼

개발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품간 관계

외에도 다양한 외부 제약 조건을 도입해 비용 감소 및 품질 개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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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듈화를 통한 제품 개발

제품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제품 내 요소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서로 공유하는 공통 모듈을 정의해야 한다. 이를

모듈화(Modularization)라 하며, 모듈화에는 구성 요소들의

물리적/개념적 연결 여부나 공통점, 수치적 요소 등 다양한 기준이

이용될 수 있다 (Ostrosi et al., 2014). 기존 많은 연구들이 제품

플랫폼 구성을 위한 모듈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시스템의 모듈화를 수행하였다.

Holmqvist and Persson (2003)은 제품 모듈화에 이용되는

다양한 모듈화 기법들을 정리하고, 제품 복잡도(Product 

complexity)에 따른 모듈화 기법의 종류 및 용도를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2-1]에서 모듈화 기법을 정리하였다.

[표 2-1] 모듈화 기법의 종류 및 용법

Author
Modularization 

Method
Referred to as:

Kahmeyer et al. 

(1994)

Factal Product 

Design
FPD

Beitz and Pahl (1996)
Modular Product 

Development
MPD

Huang and Kusiak 

(1998)

Modeling the Product 

Modularity
MPM

Erixon (1998)
Modular Function 

Deployment
MFD

Pimmler and Eppinger 

(1994)

Design Structure 

Matrix
DSM

Suh (1990) Axiomatic Desig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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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에서의 기능도 및 솔루션을 원하는 경우 MPD나 MFD 

등의 기법을, 제품 내에서의 요소들을 각각 분할하고 연관성을

이용해 모듈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DSM이 적합한 기법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기법인 DSM에 관해서는

이후 다루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제품간 유사도를 이용한 모듈화 연구들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던 Ostrosi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대량생산 및

플랜트 시스템을 언급하며 산업 및 생산 공정에서의 모듈러

디자인과 모듈화를 강조하였으며, Kimura et al. (2001)는

제품수명주기 최적화를 위하여 Life cycle 및 제품 기능, 제품

공통성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는 제품 모듈화를 제안하고 차량 Air 

conditioner를 대상으로 모듈화 적합성을 보였다. 

단순히 유사도를 통한 모듈화 외에도 수학적 기법이나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모듈화를 진행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구성 요소들에 관한 계통수를 분석하고, 파생되는 다양한

변종군들을 통해 모듈을 구축한 연구들이 있다. AlGeddawy 

(2014)는 분계 분석 (Cladistics analysis)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 변종군에 대한 DSM 상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여, 이를

더한 Collective DSM상에서 계통수를 그려 해당 주전자 변종군

내의 부품 요소들 간 모듈화 및 자동차 차체(Body-In-White) 

부품의 모듈화를 수행하였다. Hölttä-Otto et al. (2008)는 제품 내

부품간 흐름도를 구축하여 입력 및 출력값 변환에서 Interface 

weight를 얻어 이를 계통수 알고리즘(Dendrogram algorith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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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인접 요소들을 모듈로 구축하였다. 

군집 분석을 활용한 모듈 공용화 연구도 존재한다. 유재욱

(2014)은 Top-down 개발방식에서 모듈플랫폼을 설계할 때, 

플랫폼을 이루게 되는 공통 모듈을 결정하기 위한 군집분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제품군 아키텍쳐의 다양도 분석(Variety Index, VI) 및

초과 설계 유연성, 초기 개발비를 군집 변수로 결정하여 전기기구

제조업체의 무선 드릴/드라이버 제품군 설계 사례에 적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공통 모듈을 추출하였다.

그 외에도 Sudjianto and Otto (2001)의 물리/기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가지는 모듈 정의법이나 Fellini et al. (2000)의

수리계획법이나 군집 분석을 통한 공통 모듈 결정법 및

Chowdhury et al. (2016)의 Unmanned Aerial Vehicles(UAV, 

무인항공기) 대상 Commonality matrix를 구축하고

Comprehensive Product Platform Planning(���)을 통해 항공기

내에서 사전에 나뉘어진 모듈을 통합하는 연구와 같이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한 시도가 있었다.

이처럼 기능과 같은 변수 기준의 모듈화나, 제품군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 존재하는 모듈들을 재구축하는 연구는 많지만 외부 제약

조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예시로 Sanaei et al. 

(2016)는 DSM 및 부품 연결도에서 인접 모듈 인터페이스 연결을

형성하고, 반복적 회로 분할 및 MRI 기계 조립 상 제약 조건 하에

클러스터링 하는 시스템 모듈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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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내부에서의 조립 제약 조건이나 부품 간 선행/후행

관계에 따른 제약 조건만을 고려하였으며, 해당 시도 마다 일일이

인접 모듈 인터페이스간 연결 관계를 도출하거나 각각의 부품 연결

상태를 완전히 변경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모듈 내의 구성 요소들에 실제

현장에서의 제약 조건을 가하고, 알고리즘으로 제약 조건을

처리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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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esign Structure Matrix

2.3.1 개념 및 의의

엔지니어링 설계에는 많은 기능 변수가 존재하며, 다양한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간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현법이 필요하다. DSM(Design 

Structure Matrix)은 시스템 요소(Element) 및 요소 간의 연결

상태(Relationship)를 나타내는 정사각형 행렬로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복잡한 관계를 간단한 행렬로 나타낼 수

이고, 다양한 분석 기법에서 활용 가능하다.

DSM 내 행렬의 행과 열에는 같은 요소가 대응되며, 대각

성분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 셀들의 의존 관계가 표현된다. DSM의

열이 영향을 주는 요소, 행이 영향을 받는 요소로 가령 i 번째

구성요소가 j 번째 구성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경우 행렬의 (i, j) 

요소는 x로 행렬 내에 표시된다 (Browning, 2001).

[그림 2-1] DSM 구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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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은 표현 방법에 따라 Binary DSM 및 Numerical 

DSM으로 분류한다. Binary DSM은 구성요소 간 관계 유무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Numerical DSM의 경우 관계 유무뿐 만

아니라, 그 정도까지 함께 표현하는 것으로 Binary DSM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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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Binary DSM①

[그림 2-3] Numerical DSM

또한 DSM은 표현하려는 시스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네

                                           
① 윤종이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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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Component-based DSM (Architecture DSM)

물리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Component) 단위로

분해하고, 부품간 연결성 및 관계를 나타내는 DSM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System architecture)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 Team-based DSM (Organization DSM)

인력이나 부서간 관계를 나타내는 DSM으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 Activity-based DSM (Schedule DSM)

업무활동 및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을 나타내는 DSM으로

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 Parameter-based DSM (Low-level schedule DSM)

설계 Parameter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DSM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내 부품들 간 연결성과 관계를 보이고, 

부품 간 제약 조건 적용 및 클러스터링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Component-based DS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2 DSM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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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상에서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N개의

특징 벡터들의 집합을 K개의 특정 벡터 집합으로

사상(mapping)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DSM에서는 DSM 행/열

순서를 변경하여 연관성 있는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Component-based DSM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클러스터링의 목표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독립적이거나 다른

클러스터와 최소한의 연결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들을 묶으면서, 그룹 간의 상관관계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2-4]는 제품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DSM을 클러스터링 한 결과이다. 클러스터링 시 따로

떨어져있는 요소들을 Bottom-up 방식에 의해 모듈화 할 수 있다.

[그림 2-4] DSM 클러스터링 결과②

                                           
② Cambridge Advanced Modeller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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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듈성 척도(Modularity index)

모듈성(Modularity)이란 서로 상관관계 높은 내부 요소들이

모듈로 묶여 있으면서, 그룹 간의 상관 관계가 최소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의미한다. 모듈성이 시스템 전체의

복잡성(Complexity)를 줄이지는 않지만, 전체 복잡성을 시스템

전체에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클러스터링 결과가 더

효율적인 모듈을 구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모듈성 척도(Modularity index)를 통해 모듈성을

측정하고 클러스터링을 통해 구축한 모듈을 평가할 수 있다. 모듈성

척도란 DSM 크기나 모듈 수, 연관성 밀도와 같은 아키텍쳐 요소를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의 모듈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Hölttä-Otto 

et al. (2012)는 보다 엄밀한 모듈성 측정을 위한 척도 선택을 위해

아키텍쳐 전체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최상위 척도를

도출하였으며, Sinha et al. (2017)는  Newman’s Modularity 

index를 이용하여 모듈 개수가 모듈성 척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성 척도를 통해 모듈화 결과를 평가하고, 

실제 제약 조건 하에 이루어진 클러스터링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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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 및 실험 설계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품 설계 방법론을 기반으로 초기

플랫폼에서 모듈로 분할되는 방식인 Top-down과 모듈 플랫폼

기반 방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품 구성 요소의

연관성을 보이고 모듈화 시키기 위해 DSM 기법을 선택하였으며,

사전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를 통해 IGTA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제약조건이 부가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모듈성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3.1 제품 설계 방법론

3.1.1 플랫폼 기반 설계 방법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설계 시, 플랫폼에 어떠한 부품과

기능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품 설계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리적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 기술 개념을

포함시키는 연구(Han & Cha, 2011)와 같이 기존에 플랫폼 기반

제품 설계 방법론 관련 논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품 구성 방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플랫폼 기반

대상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Jiao et al., 2007).

먼저 제품 구성 방향성에 따른 분류는 Top-down과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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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Top-down 방식은 개발 초기부터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파생된 제품군을 개발하는 방식이고, 

Bottom-up 방식은 기존 제품군 내 제품들을 재설계하고, 통합하여

구성품들을 표준화 하는 방식이다.

또한 플랫폼 기반 대상에 따라 모듈과 스케일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 모듈 기반 제품군(Module-based 

product family)에서는 모듈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며, 스케일 기반 제품군(Scale-based 

product family)에서는 스케일 변수를 정하고 이들 값을 조정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내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Top-down 방식과 모듈 플랫폼 기반 방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Zhu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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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 대상 DSM 구축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전동차에 부착되는

보조전원장치(Static Inverter, 이하 SIV)가 될 것이다. 

보조전원장치는 가선 또는 주 변압기를 통해 공급되는 직류, 교류

전원을 받아서 내부의 인버터 회로를 통해 정전압, 정주파수의 3상

교류 전원을 전동차의 제어회로, 조명장치, 냉난방 장치 등에

공급하는 전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전원 장치이다. 보조전원장치는

모듈 구성 및 구성 요소 연관성, 제품 제약 조건 등을 만족하며,

같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서로 다른 규격의 보조전원장치 2종을

대상으로 하는 바 분석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1]에서 보조전원장치의 외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보조전원장치(SIV)의 외형③

                                           
③ https://www.hyundai-ro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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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 회사에서 생산되어 일부 노선을 공유하는 각

차량에 부착되는 두 종류의 보조전원장치를 제품 플랫폼화 하기

위하여 서로 공유하는 부품을 선별해 클러스터링 대상이 될 통합

DSM을 만들고자 한다. 보조전원장치 설계도면 상에서 연결관계를

선별하여 행과 열에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각 구성 요소 상호관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그림 3-2]에서는 DSM 구축 시 제품 설계

도면에서 어떻게 구획을 분할하고 해당 모듈을 구성하는지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 DSM 구축 위한 설계 도면 부품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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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관계는 네 종류로 분류하여 물리적 연결, 질량 흐름,

에너지 흐름, 정보 흐름을 표현하였으며, 넷 중 하나라도 연결성이

성립하면 해당 관계는 클러스터링 시 연결 관계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음 그림 3.3-3.5는 완성된 보조전원장치 A 및 B와

통합된 DSM을 보여준다. 통합된 DSM에서 공유하는 부품은 총

27개이며, 해당 부품들을 제약 조건에 따른 분류를 거쳐

클러스터링 분석할 것이다.

[그림 3-3] 보조전원장치 Type A의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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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보조전원장치 Type B의 DSM

[그림 3-5] 보조전원장치 플랫폼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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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선정

문헌 연구에서도 언급했듯 구성된 DSM 내에서 연관관계 있는

요소들을 제약 조건하에 모듈화시키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연관성 높은 구성 요소들을 묶어 형성된 모듈

내부 요소들은 시스템의 경우 재 작업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경우에는 작동을 위해서 반드시 인접하거나 연결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등 그 취급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품들을 모듈화 시키고

구축된 모듈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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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기법

대표적인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기법으로는 Girvan 

– Newman 알고리즘 (Girvan & Newman, 2002), Louvain 

알고리즘 (Blondel et al., 2008), CAM (Cambridge Advanced 

Modeller),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 (Gutierrez, 

1998; Idicula, 1995; Thebeau, 2001)이 있다. 언급된 여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3-1]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종류

알고리즘 이름 개요

Girvan - Newman 

Algorithm (2002)

원 네트워크에서 낮은 유사도를 갖는 요소

들을 제거해 나가며 모듈링함

Louvain Algorithm 

(2008)

모든 노드 상에서 로컬 최적화결과를 바탕

으로 모듈화 수행 후, 각 커뮤니티를 하나

의 노드로 묶어내는 과정을 반복함

Cambridge 

Advanced Modeller

(CAM) (2007)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DSM Tool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IGTA) 

(2001)

초기 클러스터를 결정하고 무작위 요소를

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플랫폼이 안정화될

때까지 Cost 값 비교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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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선정을 위해 사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알고리즘에서 핵심적인 제약 조건이

적용되는 정도 및 모듈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MATLAB을

기반으로 알고리즘들을 테스트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로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제약 조건

설정이 용이해 본 논문에서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IGTA를

사용할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다. 알고리즘 선정 과정에서 참고한

실험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3-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알고리즘 이름 성능 평가

Girvan - Newman 

Algorithm (2002)

생성되는 모듈 개수가

너무 적고 크기 역시

너무 큼

종합적으로 만족스럽

지 않은 모듈화 성능

을 보임
Louvain Algorithm 

(2008)

내부 요소들 간에 연관

성이 모듈 구축에 충분

히 적용되지 않음

Cambridge Advanced 

Modeller (CAM) 

(2007)

별개 프로그램으로 구축되어 있어 제약 조건 추

가 불가능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IGTA) 

(2001)

제약 조건 설정이 용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

듈화 성능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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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

앞선 알고리즘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IGTA)를

사용하였다. 최초에 Idicula가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제품 설계

문제에서의 작업을 최적화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Idicula, 1995).

이후 C-code로 개발되었으며,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몇가지 변수가

추가되었다 (Gutierrez, 1998). 최종적으로 실험적 지표에 의한

통제 변수가 추가된 형태로 C-code에서 MATLAB으로

변환되었다 (Thebeau, 2001). [그림 3-6]에서는 IGTA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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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IGTA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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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체 IGTA에 관한 자세한 설명 대신, 위 Flow 

Chart를 통해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전반적인 알고리즘 구조 및

주요 변수인 TotalCost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GTA는

첫번째 싸이클에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다른 클러스터로 무작위

추출된 구성요소를 이동시키고, 전체 변경사항이 개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클러스터마다 해당 클러스터에 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정도인 ClusterBid가 계산되며, 가장 높은 ClusterBid 

값을 가지는 클러스터로 해당 구성요소가 이동하게 된다. 

이때 Cluster에 관한 IntraClusterCost 및 ExtraClusterCost

값은 DSM 내의 성분 및 DSM의 크기와 클러스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IntraClusterCost = (DSM(j, k) + DSM(k, j)) ∙ (������������)
�����

ExtraClusterCost = (DSM(j, k) + DSM(k, j)) ∙ ������������

새로운 클러스터 구성이 이전 단계에서의 클러스터 구성보다

개선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TotalCost 값이 계산되며, 해당

값과 갱신 이전 BestCost 값 비교를 통해 최종 클러스터 변경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TotalCost 값은 다음과

같다.

TotalCost = InterClusterCost + ExtraCluster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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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약 조건 설정 및 구현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에서의 제약 조건은 클러스터링에서

주어진 구성 요소 간 연관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를

의미한다.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클러스터링 제약 조건을 다루거나

(Wagstaff & Cardie, 2000), 제약 조건을 고려한 공동 클러스터링

제안 (Shi et al., 2010) 등 의 클러스터링에 제약 조건을 가미하는

연구가 존재하나, 제품이 구동환경에서 실제로 받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듈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자세하게 고려하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연구에서 다루는 제약 조건들을

설정하고, 해당 제약 조건의 알고리즘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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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보조전원장치 제약 조건

앞서 결정된 통합 DSM의 27개 부품을 대상으로 제약 조건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상의클러스터링으로 문제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시스템적 논의는 없으며, 제품에 관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다루게 될 것이다. 전원 장치의 특성상 안정적,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장치 특유의

발열을 해결해야 하는 등 다양한 외부 요소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요도가 높은 제약 조건인 유지보수의 편의성, 

장치의 경량화, 저소음, 발열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알고리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3-3]에서 제약 조건들의 내용 및 알고리즘

구현 방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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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약 조건 설정 및 분류

제약 조건 이름 조건 내용 구현 방식

Heat

(H, 발열 조건)

구성되는 모듈 내에서

발열을 최대한 감소시

키고자 함

발열 부품 간 모듈 내

거리를 최대화 시키며, 

최대한 모듈에 고르게

분배

Maintenance

(M, 유지보수 조건)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는

모듈 내에 최대한 비

슷한 유지보수성을 가

지는 구성요소들을 배

치하고자 한다

같은 유지보수 주기를

가지는 부품들을 최대한

같은 모듈에 묶음

Weight

(W, 무게 조건)

장치 경량화를 위해

구성 요소 무게를 전

체 모듈에 최대한 배

분하고자 한다.

모듈의 무게 합이 최대

한 분배될 수 있도록 부

품을 배치

Packaging

(P, 부품 묶음 조건)

전원 장치 내 회로 특

성상 특정 구성 요소

간 모듈화 되어야 하

므로 이를 만족시킨다

회로 설계상 연결 관계에

존재하는 부품 및 설계

통념상 같은 모듈에 배치

해야 하는 부품을 함께

배치한다



３１

실제 제약조건 구현에는 나열된 4가지 제약 조건 중 Heat, 

Maintenance, Packaging만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제약 조건 구현

과정에서 Weight 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요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목적인 경량화를 위해서는 모듈화를 통해 전체

보조전원장치 무게를 각 모듈에 최대한 분배하고자 하였으나, 구현

테스트 시 잘 분배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보조전원장치의 외장 프레임으로 부품의

재분배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치 무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해당 제약조건을 제외하고, 총 세 가지

제약 조건을 클러스터링 상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결정된 세 가지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다음 표에서 통합 DSM 

부품들에 대한 제약조건을 정리하였다. Heat(발열) 제약 조건의

경우 발열 부품을 빨간색 칸으로 표기하였으며, Maintenance(유지

보수) 제약 조건은 해당 부품의 교체 주기를 표기하였다.

Packaging(패키징) 제약 조건의 경우 같은 모듈에 속해야 하는

부품들을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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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부품 별 제약 조건 할당

부품 번호 H 제약 조건 M 제약 조건 P 제약 조건

1 3Years(이하 3Y) A

2 3Y A

3 6Years(이하 6Y) A

4 3Y B

5 3Y B

6 6Y B

7 3Y

8 6Y C

9 3Y C

10 5Years(이하 5Y) D

11 3Y D

12 3Y

13 5Y

14 3Y E

15 3Y E

16 6Y E

17 6Y E

18 6Y F

19 6Y F

20 3Y G

21 3Y G

22 3Y, 6Y

23 3Y

24 3Y,6Y

25 6Y

26 6Y

27 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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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약 조건 포함된 클러스터링 구현

     

나열된 제약조건들을 MATLAB 환경에서의 IGTA 코드 상에서

구현하여 클러스터링에 적용시켰다. 기존 IGTA 알고리즘 내에서

총 두 곳에 해당 제약조건을 반영한 알고리즘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1) 랜덤으로 선택된 구성요소를 클러스터에 배치하는 과정과 (2) 

배치된 클러스터에 관한 TotalCost 및 BestCost 비교 이후, 

이동한 구성요소가 포함된 전체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먼저 (1)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이 특정 구성요소 간

관계에 따라 최대한 같은 모듈로 묶고자 하는지, 다른 모듈로

떨어트리고자 하는지를 반영한다. 기존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기준

변수에 해당 제약조건에 의한 변수 값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의 경우에는 배치 이후, 해당 요건이 제약조건을

여전히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전체 클러스터가 안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되돌아갈 때 제약조건까지 같이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 예시로 발열 제약 조건의 경우, (1) 단계에서 발열 부품간

최대한 멀어지도록 연관성 변수를 낮추며, 이는 랜덤하게 추출된

구성 요소가 모듈에 배치될 때 반영된다. 또한 (2)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안정 여부를 판정할 때, 불안정하여 다시 알고리즘의 첫

단계로 돌아가면서 발열 부품이 인접하면 한번 더 이를 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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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제약조건들을 조합시켜 반영하고자 하며, 이때 (1) 

단계에서의 혼합된 형태의 제약조건 반영은 연관도 계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2) 단계에서는 어떤

제약조건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다음 알고리즘 사이클에서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원 장치 구동을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플랫폼 조건을 최우선시하고 발열 및 유지보수를 그

다음으로 고려하였다.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중복된 요소가 각각 다른 모듈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선 모듈(먼저 포함된

모듈)이 해당 구성 요소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며, 후속 모듈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후순위

구성요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 시에는 이를 제외하는 작업을

거친다.

알고리즘 파라미터의 경우, Sanaei et al. (2016)의 연결성

제약조건 하에 IGTA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듈화를 수행한 MRI 

Injector 모듈화 연구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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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7]은 알고리즘 상에 제약조건을 구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제약 조건이 포함된 IGTA 구축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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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클러스터링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클러스터링으로 도출된 모듈화 결과를 분석하고, 

모듈성 척도를 통해 모듈화 된 정도를 평가한다. 세 종류 제약

조건의 조합 및 제약조건 없는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므로 총 8개의

DSM 모듈화 결과를 얻었으며, (1) 제약조건 없는 클러스터링과

단일 제약조건이 부가된 클러스터링 결과 비교, (2) 제약조건이 두

개 이상 조합된 클러스터링 및 모든 제약조건 부가된 클러스터링을

비교하여 정성적인 모듈화 정도를 분석한다.

모듈성 척도로는 상술한 Newman modularity index Q를

사용한다 (Newman, 2010). Newman Q는 Module matrix 

(community matrix)에 의해 결정되며, Module matrix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3-8] Modul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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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ty index Q는 클러스터링 된 행렬에 대해 각각의 행렬

내 연관 성분 비율을 도출하여, 모듈 내부에서 얼마나 밀집되었는지, 

각 모듈 간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도출하는 지표로

작용하며, 해당 값을 통해 모듈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Module matrix에서 열의 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2

�

���

이때 모듈성 척도 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 ∑ (��� − ��
�)�

��� = Tr(e) − ‖���‖

Q의 계산식을 통해 모듈화 과정에서 해당 부품 요소들이 대각

행렬에 위치한 플랫폼 모듈에 얼마만큼이나 속하는지 판별할 수

있다. 즉 해당 값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DSM 내 연결 요소들이

클러스터링 된 모듈에 더 많이 속하여 우수한 모듈화가 이루어 진

것이며, Q값 크기가 작을수록 연결 요소들이 플랫폼화 된 모듈

외부에 위치하여 모듈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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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도출된 클러스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된

제약조건에 따라 클러스터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먼저 제약 조건의 유무에 따라 클러스터링 양상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 제약 조건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단일 제약 조건만 부가된 경우를

보이며 마지막으로 복수의 제약 조건이 조합된 경우를 서로

비교한다. 클러스터링 결과에 관한 분석은 모듈화 결과를 모듈성

척도인 Modularity index Q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제약

조건 알고리즘에 의한 클러스터링의 개선을 확인한다.

4.1 제약조건 유무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 비교

4.1.1 제약 조건 없는 IGTA 클러스터링

제약조건 유무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를 살펴보았다. 상술했던

세가지 제약 조건들을 각각 적용한 결과와 제약조건 없이 IGTA만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해당 제약 조건들이 적절히 적용되어

클러스터링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먼저 제약조건 없는 IGTA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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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약 조건 없는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1] 제약 조건 없는 IGTA 클러스터링 결과

결과에서 제약조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성된 기존

DSM의 부품 간 연관성에 따라 클러스터링 되는 모습을 보인다.

제약 조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단계지만, 기존의 보조전원장치

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인접하거나 연결

관계에 존재하는 부품의 경우 같은 모듈을 따라다니거나 같은

6 8 9 18 21 22 26 10 11 12 27 19 23 24 13 14 15 1 3 7 20 25 16 17 4 5 2

H

M 6 6 3 6 3 3/6 6 5 3 3 6 6 3 3/6 5 3 3 3 6 3 3 6 6 6 3 3 3

P B C C F G D D F E E A A G E E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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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주기를 가지는 일부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에 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표로 정리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듈 내 발열에

있어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교체 주기에 관해서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존 제품의 특성인 패키징 조건을 제외하면

외부 환경 조건에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이고 있다.

4.1.2 단일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조건 없는 IGTA 클러스터링에서는 원 제품의 구성 요소 간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제약 조건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제약 조건을 부가하고

조건 없는 클러스터링에 비해 어느정도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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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시된 보조전원장치 제약 조건 중 Heat(열, H) 제약

조건만을 알고리즘에 부가하여 클러스터링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 H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2] H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10 11 12 27 19 23 24 22 26 16 17 13 14 3 7 4 5 1 2 25 21 20 18 15 9 8 6

H

M 5 3 3 6 6 3 3/6 3/6 6 6 6 5 3 6 3 3 3 3 3 6 3 3 6 3 3 6 6

P D D F E E E A B B A A G G F E C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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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발열 부품 묶음(3, 7 /10, 11, 12 /16, 17 /23, 24)이 열

제약 조건에서의 이질성(Repulsivity)을 적용했음에도 개별로

분할되지는 않았으나, 각 모듈에 나뉘어 적절히 분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각 부품이 개별로 나뉘지 않는 부분은 부품 묶음들이

기존 보조전원장치 내에서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 발열

제약 조건 부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듈에 묶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총 모듈 개수가 16개로 다른 제약 조건에서의

클러스터링에 비해 월등히 많은 모듈로 분할되었다. 이는 열 제약

조건의 이질성에 의해 최대한 부품들을 분할하여 모듈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큰 크기의 클러스터가 작게 분할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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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유지 보수, M) 제약 조건만을 부가한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M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3] M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6 8 9 18 20 21 19 23 24 25 13 14 15 12 27 3 4 7 22 26 16 17 10 11 5 1 2

H `

M 6 6 3 6 3 3 6 3 3/6 6 5 3 3 3 6 6 3 3 3/6 6 6 6 5 3 3 3 3

P B C C F G G F E E A B E E D D 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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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기간 위주의 모듈 구성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체

행렬 상에서 (7, 22) 부품이 구성하는 모듈이 선행 모듈과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모듈 내 연관성 및 두 부품의 유지 보수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듈 분할 시 하나의 모듈 내에서 완전히 동일 유지 보수

기간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내부 연관성이라는 기존

변수 외에 3년과 6년 및 두 가지 기간을 유동적으로 가지는 부품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5년의 유지 보수 기간이라는 변수가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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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묶음, P) 제약 조건만을 부가한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4] 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하나의 큰 모듈 내에 여러 종류의 플랫폼 부품이 한번에

포함되며, 다른 소규모 모듈에 같은 플랫폼을 가지는 부품들이

포함된다. 제약 조건 없는 클러스터링에 비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듈들이 잘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6 7 8 9 18 20 21 22 25 19 23 24 26 12 13 27 16 17 14 15 10 11 4 5 1 2

H

M 6 6 3 6 3 6 3 3 3/6 6 6 3 3/6 6 3 5 6 6 6 3 3 5 3 3 3 3 3

P A B C C F G G F E E E E D D B 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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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단일 제약 조건을 부가한 클러스터링 결과 조건

없는 IGTA 원본 알고리즘에 의한 클러스터링에 비하여 제약 조건

측면이 개선된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기존

부품 내에서의 강한 연관성으로 인해 제약 조건에 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않고 하나의 모듈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클러스터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약 조건보다 연관성이

우선시되어 공통 관계에 있는 모듈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단일 제약 조건에 의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의 제약 조건을 조합하고, 그 개선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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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약조건 조합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 비교

앞서 제약 조건의 유무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여러 조건들을 조합하여 클러스터링에 부가하였을

때 상호 제약조건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또 어느 정도의 모듈화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알고리즘의 조합에서는

앞서 제약 조건 알고리즘 적용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제품의

구동성을 위하여 P(패키징) 제약 조건을 우선시 하였으며, 여러

제약 조건의 적용에 의해 부품 요소가 결과에 중복 출현하는 경우

먼저 모듈에 포함된 요소를 선택하였다.

실험 결과에는 함께 적용되는 제약 조건의 알파벳을 결합하여

조합된 제약조건을 표기하였다. 총 세 가지 제약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조합을 모두 시험하며, HM, HP, MP, HMP 총 네 가지 조합

결과를 행렬 결과와 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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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열과 유지보수 제약 조건이 함께 적용된 HM, HP 및 MP

제약 조건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5] HM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5] HM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6 7 8 18 20 9 21 25 19 23 24 1 2 3 22 26 16 17 14 15 12 27 10 11 4 5 13

H

M 6 3 6 6 3 3 3 6 6 3 3/6 3 3 6 3/6 6 6 6 3 3 3 6 5 3 3 3 5

P B C F G C G F A A A E E E E D D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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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H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6] H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6 8 9 18 21 22 26 20 25 19 23 24 16 17 13 14 12 27 10 11 3 7 4 5 1 2 15

H

M 6 6 3 6 3 3/6 6 3 6 6 3 3/6 6 6 5 3 3 6 5 3 6 3 3 3 3 3 3

P B C C F G G F E E E D D A B B A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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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M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7] M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6 8 9 18 20 13 14 15 16 17 19 23 24 22 26 21 25 12 27 10 11 3 7 4 5 1 2

H

M 6 6 3 6 3 5 3 3 6 6 6 3 3/6 3/6 6 3 6 3 6 5 3 6 3 3 3 3 3

P B C C F G E E E E F G D D A B 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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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M, P 세 가지 제약 조건을 모두 부가한 HMP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8] HM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표 4-8] HMP 제약 조건 IGTA 클러스터링 결과

6 8 20 25 9 18 21 12 13 14 27 19 23 24 15 16 17 22 26 10 11 3 7 4 5 1 2

H

M 6 6 3 6 3 6 3 3 5 3 6 6 3 3/6 3 6 6 3/6 6 5 3 6 3 3 3 3 3

P B C G C F G E F E E E D D A B 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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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조합 결과, Maintenance와 Packaging 조건

시점에서 단일 조건에 비해 클러스터 수가 증가하며, 해당 제약

조건을 어느정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Heat 제약 조건을

수행하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Heat 제약 조건의

시점에서는 다른 제약 조건이 부가되면서 클러스터 수가 단일

조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Heat 제약 조건 자체가 이질성에

의해 모듈과 발열 원인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각 모듈에

분배하려고 하는 반면, Maintenance 및 Packaging 제약 조건에

의해 일부 구성 요소가 모듈화 되려는 양상으로 인하여 일부

모듈이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가지 제약 조건 조합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누락된

제약 조건이 무시된 채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발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듈

내 교체주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설정된 제약 조건을 모두 고려하는 조합을 적용한 클러스터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HMP 제약 조건 클러스터링의 경우, 앞서 보인 두 가지 제약

조건 조합 클러스터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제품 내 연관성

요소를 기반으로, 같은 패키징 조건하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묶으려고 하며 해당 제약 조건을 준수하는 선에서 열/유지 보수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최종적으로 HMP 제약 조건

상에서 외부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하는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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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odularity index Q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4장 1절 및 2절에서 확인한 클러스터링

결과에 대한 모듈성 척도를 검증하고, 클러스터링 결과와 함께

클러스터 개수 등의 연관 변수와 비교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상에서의 제약 조건 부가 정도에 따른 모듈성 척도 변화를 기존

보조전원장치에서의 변화와 비교 분석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4.3.1 플랫폼 내 Modularity index 결과

앞의 모듈화 결과를 통해 클러스터링 결과에 제약 조건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지만, 전체 모듈에 대하여 얼마나 잘

클러스터링 되었는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이는 제약 조건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모듈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며 최대한의 모듈화 성능을

나타내는 조합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

클러스터링 결과를 입력 받아 수식으로 계산해주는 엑셀 매크로를

이용해 Newman’s Modularity index Q를 계산하였으며, 아래

[그림 4-9]에서 계산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엑셀 매크로에서는 먼저 모듈성 척도 계산을 위한 행렬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값 및 �� , ��
�, (��� − ��

�)를 순차적으로 구하여

클러스터 개수 및 Q 값을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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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Modularity index Q 계산 과정

제약조건에 따른 모듈성 척도 값 및 클러스터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4-9] 플랫폼 클러스터링 Modularity index Q 결과

제약 조건 이름 Modularity index Q 클러스터 개수(개)

제약 조건 없음 0.457 9

H 0.353 16

M 0.421 10

P 0.459 8

HM 0.433 11

HP 0.395 12

MP 0.428 10

HMP 0.4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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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플랫폼 클러스터링 Modularity index Q 결과

일반적으로 Modularity index Q의 특성상 클러스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Q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모듈 크기가 작아지고, 이로 인하여 모듈 내에

연결 관계를 포함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Sinha et al., 2017).

모듈화가 개선될수록 Intra-module interface가 증가하며

Inter-module interface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Q값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H 단일 제약 조건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제약 조건이 추가될수록 Q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제약 조건이 부가됨에 따라 전체

DSM 상에서 모듈화 정도가 감소함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는

0.415의 값을 가지며 제약 조건 없는 경우보다 덜 모듈화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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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Modularity index 결과 검증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의 경우, 제약 조건을 추가로 부가할수록

해당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선에서 기존의 클러스터링에 덧붙여

수행하기 때문에 모듈이 나뉘는 과정에서 연관요소들이 모듈

외부에 위치하게 되고, Modularity index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H 제약조건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제외하면

제약 조건이 추가될수록 완만하게 Q값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때 해당 감소 양상이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추가되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 때문인지, 제품 및 제약 조건

자체의 특성 때문인지에 관하여 추가 검증을 시행한다. 해당 요인

검증을 위해 기존 보조전원장치에 대한 IGTA 제약 조건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여 같은 방식으로 Modularity index를 도출하였다.

[표 4-10] 기존 보조전원장치 클러스터링 Modularity index Q 결과

제약 조건 이름 Modularity index Q 클러스터 개수(개)

제약 조건 없음 0.283 12

H 0.283 12

M 0.170 15

P 0.190 18

HM 0.150 15

HP 0.228 13

MP 0.138 20

HMP 0.13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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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보조전원장치 클러스터링 Modularity index Q 결과

기존 보조전원장치에서의 Modularity index 값 산출 결과,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제약 조건을

추가할수록 Modularity index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즉

보조전원장치 모듈 내 연결 요소 이탈로 인한 Q값의 크기 감소가

모듈 내 밀집도 증가로 인한 Q값 크기 증가보다 크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제약 조건이 부가될수록 전체 Q값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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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HMP 제약 조건 Modularity Index 값 분석

결과적으로 모듈성 척도와 제약 조건 반영 간 반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해당 결과에 요인으로, [그림 4-10]에서

나타나듯이 첫번째 대형 클러스터가 쪼개지고, 이로 인하여

클러스터 개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제약 조건에 맞춰 요소의 모듈

간 이동이 있었기에 전체 평균 클러스터 크기의 전체 Q값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전체 클러스터 개수 증가로 인한 Q값 감소폭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클러스터 개수 변동에 비해 HMP 

제약 조건의 경우 추가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Q값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2]와 같이 클러스터 개수를

고려한 클러스터	개수 × Q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HMP 제약 조건을

다른 제약 조건들의 Q값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아지지 않으며,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는 더 큰 Q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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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클러스터 개수를 보정한 Modularity index Q 결과

즉 HMP 제약 조건을 알고리즘에 모두 부가하는 경우, 해당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모듈성이

낮아지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약 조건 없이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경우보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제약 조건이 반영되는 제품 플랫폼

설계가 수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더 작은 수의 제약 조건이

가해진 경우 Q 값이 우세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발열 제약 조건 특유의 클러스터링 분할성이 원인으로 클러스터

개수에 대한 보정을 상회한 결과 보정된 Q값에서도 다소 높은

수치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제약 조건들

간의 클러스터링 특성이 상호 보정되어, 유연성 있는 제품 플랫폼

설계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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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듈화를 통한 제품 플랫폼 구축 방법

에서 나아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IGTA를 응용하여 실제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에서의 외부 제약 조건들을 고려한 클러스터링 및

제품 플랫폼을 도출하였다. 제품 플랫폼을 분석하고 모듈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링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DSM을 사용하였고,

이를 제품 사례에 적용하여 제약 조건이 적용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품 사례에 대해 제약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IGTA에

의한 클러스터링 결과와 제약 조건이 적용된 결과에 관해 충분히

제약 조건이 반영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약 조건들을

조합하여 해당 제약 조건 하에서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는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세가지 제약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비슷한 수준의

클러스터 개수를 가지는 다른 조합과 비교 하였을 때도 개선된

수준의 모듈성 척도 Q값을 가짐을 확인하여 외부 제약 조건이

반영된 모듈-제품 플랫폼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모듈화를 통한 제품 플랫폼 구축 연구는 많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제품 내에서의 부품 간 연관성이나 주로 생산 과정에서의

경제성 등을 척도로 한 군집 분석 등 실제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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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부 변수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SM 상에서 실제 외부 변수를 고려하고, 이를 알고리즘화 시켜

클러스터링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제약 조건 알고리즘들의 경우 다른 제품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부품들을

통합하거나 서로 떨어트려야 하는 부품들에 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클러스터링으로 실제 반영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제약 조건 개입이 많은 제품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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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타 제품의 분석에 활용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서의 내부 연관성과 외부 제약

조건 간 적용 강도와 같은 변수가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사례에 맞춰 수치를 변경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제약

조건이 반영되면서도, 내부 연관성에 의해 분할 되지 않는 부품이나

두가지 이상의 제약 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선 관계를

판정하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삼았던 보조전원장치의 경우 해당

제약 조건을 조합하여 부가하는 과정에서 Modularity index 값의

변화 양상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타 사례에도 적용하여 제약조건 부가에 따른 Modularity index 

변화 정도를 고려한 제약 조건 클러스터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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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알고리즘 선별에서 사용한 각 알고리즘 별 DSM 및 비교에 사

용한 모듈성 척도를 첨부하였다.

(1) Girvan – Newman Algorithm

(2) Louvai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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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mbridge Advanced Modeller

(4) I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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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알고리즘 별 모듈성 척도

해당 모듈성 척도를 계산하여, 클러스터 개수가 반영된 모듈성 척도

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판별한 결과 IGTA가 가장 우수한 모듈화

성능을 보여 이를 채택하였다.

알고리즘 명 모듈성 척도(보정된 척도)

Girvan - Newman Algorithm (2002) 0.377(1.508)

Louvain Algorithm (2008) 0.408(2.856)

Cambridge Advanced Modeller (CAM) 

(2007)
0.390(3.12)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IGTA) 

(2001)
0.283(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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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duct Modular Design 

Through IGTA Improvement

Joon Gyu Ba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product developments are shifting toward realizing 

mass customization using common designs such as product 

platforms to meet customer needs instead of simply devising 

and applying product functions. In other words, the presence of 

platform-based product design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mpetition of new products among companies and enables 

comprehensive design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various 

requirements and functions. In the past, if we focused o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itself when 

constructing the product platform by classifying the similar 

product groups and creating a variety of variant product 

products by platforming similar features, recently, to find 

similarities and to perform efficient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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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ed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a product platform through the study of 

modularization based on platform design methodology. 

Clustering in the existing product platform construction is an 

internal condition clustering ba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components. Since it does not reflect the constraints in actual 

use environment, it fails to meet initial product life expectancy 

and has a large cost loss in maintenance and repair . In this 

study, clustering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environment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heat, maintenance and packaging.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a method of constructing a 

product platform reflecting the constraints in the actual usage 

environment, which is improved in the existing internal 

association - based clustering using IGTA (Idicula Gutierrez 

Thebeau Algorithm). Especially, IGTA applied variou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re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clustering, it is confirmed that the module is modularized by 

reflecting the constraints. The more moduli are applied, the 

more modularization becomes possible and the fitness of the 

components to be divided increases.

Keywords : Product Platform, Modularization, Idicula Guiterrez 

Thebeau Algorithm(IGTA), Design Structure Matrix(DSM), 

Modula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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