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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고객 요구의 세분화와 제품 다각화의 추세가 점증하는 가운데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

는 제품군을 개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의 강

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시장의 요구 수준과 현존하

는 제품과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구체적인

활동을 설계변경 프로세스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구성 단계 중 기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표 제품을 창출하는 개발 단계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제품 다각화 환경 하에서는 제조 라인의 대응력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개발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안정성 분석을 목

적으로 하는 기존 설계변경 영향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변화가

제조라인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라인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으로 발생되

는 변화의 크기를 품질, 납기, 비용 측면에서 정량화한 지표로 측정하고

이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방법론에 근거한 정량화된 지표는 취득, 구성, 평가, 예측, 갱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또한 제안한 영향평가 방법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실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된 영향평가 방

법론은 신규 설계변경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전영향평가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제조라인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제품 다각화, 설계변경, 자재명세서, 영향지수, 영향평가

학 번 : 2016 - 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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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세분화되는 고객 요구로 인해 시장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제조

기업들은 전통적인 대량생산체제(Mass production)에서 대량맞춤체제

(Mass customization)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추세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 점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러한 필연적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핵심 내부 프로

세스는 설계변경 프로세스이다. 시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품과 공정이 가지는 고유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업무

절차들을 정규화한 프로세스가 바로 설계변경인 것이다. 그렇지만 패러

다임 변화로 인하여 과거보다 더욱 잦아지고 필연적이 되어버린 설계변

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잦은 변화가 제조 현장의 강건성 혹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변화를 쫓다가 제조 현장의 기초 체력에 관련된 문

제가 발생하여 전체 기업 비즈니스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제조 현장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디젤엔진 조립 라인에서 실린더

헤드 개스킷이 철제 개스킷에서 액상 개스킷으로 변경이 되면 자재

(Materials) 변경이 공법(Methods) 변경을 필요로 할 것이며, 실린더 블

록의 형상 변경으로 인해 부품과 설비 간의 간섭이 발생된다면 설비

(Machine)의 변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조립성 개선 혹은 원가절감

목적의 부품 개선 등의 영향으로 라인 재편성이 요구되면 작업자 관리

(Man)의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제조 환경 변화

는 분명하게 제조라인의 생산성의 구체적인 결과가 되는 최종 제품 품질

(Quality), 납기(Delivery time), 라인 내 재공품1)에 대한 재가공

(Additional cost) 발생 등과 같은 인자들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진다고

1) WIP: Work I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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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량생산체제하에서

는 제품 다각화로 인한 변화 관리보다는 주력제품 혹은 주력제품을 기반

으로 하는 제품군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방법론 구축이 중요시 여겨 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화 영향에 대하여 제조라인

에 주목하기 보다는 제품측면으로 한정하여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품이라는 측면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하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하위 구조 혹은 전제 제품 구조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의 확률적인 크기는 어떠한가에 대한 접근이 주류를 이룬다. 혹은

제조라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으나 객관화하기 어려운 전문가 집단의

정성적 평가를 통한 접근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Ÿ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조라인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지수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되는 지수는 ‘IMPACT FACTOR’

라고 명명될 것이며, 제안된 지수는 단위 제품을 제조라인에서 생산

할 때, 당시 유효했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최종 제품의 품질

등급, 예정 납기와 실제 납기의 차이, 재작업으로 인하여 계획대로라

면 발생되지 않았어야 할 추가 비용을 측정하여 변화의 크기를 산출

할 것이다.

Ÿ 또한 제조기업의 사업이 영위되는 한 제품과 프로세스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한 설계변경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서 언급한 IMPACT FACTOR에 대한 산출 작업을 일회성으로 그치

지 않기 위해, 본 연구는 과거 발생하였던 설계변경들을 제품 구조의

의미 있는 기능 단위로 분리하고 이를 발생시기별로 누적하여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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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다. 제안되는 영향평가 방법

론은 과거 발생하였던 설계변경을 통해 산출된 IMPACT FACTOR

를 기반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예상 IMPACT

FACTOR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시간의 순서로 실측 데이터를 갱신하

여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Ÿ 마지막으로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IMPACT FACTOR와 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하여 본 연구의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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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경의 의미를 제조라인에서 발생되는 자재 변경

으로 한정하여 접근한다. 설계변경의 자세한 발생 유형별 분석은 3장에

서 다룰 예정이며, 소프트웨어의 변경 혹은 출하부품의 구성 변경과 같

이 실제 제조환경의 4M2)측면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형의 설계변

경은 제외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재 변경을 일으키는 설계변경만

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영향 분석 시, 하위 부품과 최

종 제품의 구조 관계를 정의하거나 개별 설계 파라미터간의 관계를 먼저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변경 발생 시, 제품 설계 측면의 예상

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품 다각화 추

세가 심화되는 최근 환경을 고려하여 제조라인에 대한 영향 분석을 정량

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의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고안된 제안된 지수와 영향평가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내 디젤엔진 제조 기업에서 실제 발생된 과거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해석하는

데 유의미하다는 전제하에 실제 일정 기간 조립라인에서 발생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제안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 신규 발

생되는 설계변경의 영향 지수를 구간추정을 통해 예측하고 해당 예측 구

간 내에 실측값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별을 통하여 해당 지수와 방법론

의 실현성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2) 4M: Materials(자재), Methods(공법), Man(인적자원), Machine(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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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BOM3)에 관한 연관 지식을

정리하고,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의 영향을 보여주는 간단

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끝으로 설계변경 영향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설계변경 발생유형을 분

류하고, 제안하는 영향 지수를 정의하였다. 제안된 영향 지수는 해당 설

계변경이 유효했던 생산 기간 내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 납기, 비용측

면에서 측정된 손실 비용의 개념이다. 또한 제안된 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향평가 방법론을 구조화하고 각 단계별 상세 방법론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된 지수와 영향평가 방법론

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제조라인에서 약 2년간 발생된 생산

이력 데이터, 설계변경이력 데이터, 대상 제품의 BOM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하여 신규 설계변경의 예상 IMPACT FACTOR를 95% 신뢰구간을

기반으로 구간 추정하고 이러한 구간 추정과 실제 이력과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한

계점,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3) BOM: Bill of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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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및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뒤에서 다루게 될 IMPACT FACTOR와 영향평가 방법

론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이론으로써, 설계변경과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BOM에 대한 배경지식을 조사하여 설명하고, 설계변경에서

비롯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여 예시한다.

끝으로 설계변경 영향분석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정리

하였다.

2.1 설계변경

2.1.1 설계변경 프로세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은 대량맞춤체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업 내부 활동이다. 즉, 고객의 발

현된 요구 혹은 시장 가치를 지닌 잠재 요구에 대하여 고객 요구 충족의

목적을 가지고 제조 기업이 행하는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을 뜻한다. 이러

한 활동의 결과물로써 제품 다각화 혹은 기존 제품과 제조 공정의 가치

상승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

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Wright(1997)는 "설계변경(EC4))은 제품 양

산 후에 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수정이다."라고 하였고, Huang &

Mak(1999)는 "제품 또는 구성 요소의 형태, 적합성, 재료, 치수, 기능 및

기타 등의 변경 및 수정 사항이다."라고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Jarratt et

al.(2004)은 ''설계 변경은 제품 설계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부품, 도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사항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크기나 유

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그는 설계변경의 정의와 함께 일반적인 설계

4) EC: Engineering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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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프로세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도식화 하였는데, 이는 [그림 2-1]에

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2-2] The generic engineering change process (From Jarratt et al.

(2004))

그가 제안한 The generic engineering change process(ECP)는 총 6단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Change trigger로부터 기인하여, (1) 설계변

경 요청 - (2) 가용 대안 정의 - (3) 설계 변경에 의한 위험 및 영향도

평가 - (4) 평가 그룹에 의한 대안 선정 - (5) 설계 변경 적용 - (6) 평

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Break point가 존재하여 해당 단계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제조 기업에서는 (4) 단계에

서 Change trigger로 발의된 설계변경에 대한 앞선 단계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설계부문, 영업부문, 구매부문, 생산부문 등의 조직

Supply chain상의 주요 부문 등으로 구성된 설계변경 영향도 검토 활동

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해당 단계에서 발의된 설계변경으로 인

한 제조라인 영향도를 계량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향도 검토 시, 객관적

이고 정량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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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계변경의 정의와 운영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본 것에

더하여 구체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기 [그림 2-2]와 같이 설계변

경 통지서를 정의해 보았다. 각 기업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와 관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정보만을 담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Part No. Part Name Part No. Part Name Qty. Part No. Part Name Qty.
…

설계변경 번호
설계변경 제목
변경사유
요청배경

No
Parent Part AS-IS To-Be

기본정보

BOM(Bill of Material) 변경정보

적용모델
주요 변경내용

설계변경 타입
설변요청자
적용요구일
배포처

[그림 3-2] 설계변경 통지서 예시

앞서 살펴본, ECP(The generic engineering change process)의 6단계

중 대안이 선정되는 4단계가 완료되면, 해당 설계변경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그림 2-2]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변경 통지서가 작성되어 관련 부

서들에게 배포된다. 설계변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

문에 설계변경 통지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필수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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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본정보

 설계변경 고유 번호, 제목, 변경사유, 요청배경, 적용모델, 요청자

및 담당자 정보, 적용 예정일 및 배포 부서, 주요 변경내용(이미

지 및 도면 정보) 등이 포함

Ÿ BOM 변경정보

 각 변경 정보에 대한 고유번호, BOM 구조상의 모품번, 모품명,

변경 대상이 되는 기존 부품의 품번, 품명, 수량, 변경이 되는 신

규 부품의 품번, 품명, 수량 등이 포함

이외에 각 기업들의 개별 상황에 맞게 결재라인 정보, 적용관리 정보,

이력 정보 등이 추가되어 사용될 것이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련 부

서 사이의 의사소통에 기본이 되는 정보들은 상기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설계변경의 유형은 크게 기존부품의 삭제, 신규부품

의 추가, 기존부품과 신규부품의 교체 등의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살펴본 설계변경 통지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형화되지 않았던 다

양한 고객 요구사항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과정이며, 결국 설

계변경의 구체적 결과는 BOM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다. 특정 목적을 가

지고 모자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BOM 구조 위에서 변경 대상이 되는

자재와 변경의 결과가 되는 자재에 대한 변경 정보의 집합이 결국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

는 제조라인의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1.2 Bill of Material

본 장에서는 2.1절에서 다룬 설계변경의 구체적 변화의 결과물인

BOM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BOM이라 함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부품의 계층적 구조의 집합을 지칭하며 이러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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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각 하위부품의 필요수량, 구입처, 구매단위수

량, 원가, 수급을 위한 리드타임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조기업의 입장

에서는 도면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준정보로써 취급이 되며, 해당 정보

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BOM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Ÿ 제품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BOM이라 하고 산업 종류에 따라

제품 구조, 제품 명세, 제품 리스트, 레시피, 포뮬레이션 등의 다른 용

어로 쓰인다(Mather, 1994).

Ÿ 제품을 이루는 제품들 간의 Gozinto relationship5)집합을 표현 한 것

을 BOM이라 하고, 하나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 정보, 두 제품

간의 Gozinto relationship을 표현한 것을 제품 구조 정보라고 한다

(Van Veen, 1992).

BOM의 분류 사용부서 상세설명

Eng i n e e r i n g

BOM

설계, 제품

개발 부서

모든 BOM의 근간이 되는 BOM으로써, 설계

과정의 결과물을 주요 기능별로 계층적으로

표현한 BOM이다. 최근에는 해당 BOM을 기

준으로 다양한 모델링 데이터들이 관리된다.

Manufacturing

BOM
생산 부서

Engineering BOM을 기반으로 생산을 고려한

형태이다. Engineering BOM이 기능별 계층적

구조라면, Manufacturing BOM은 제조 공정

중심으로 하위 부품 집합이 재구성된다.

Planning BOM
마케팅, 기

획부서

기획, 마케팅 등 거시적 수준에서 주생산계획

이나 수요예측에 사용될 목적으로 구성되며,

상세 설계 이전 초기 BOM을 지칭한다.

Sales BOM 영업 부서

주요 기능 그룹 단위로 판매 가능한 자사 제

품군의 가능 옵션 등을 표현한 BOM으로, 고

객 수주 활동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다.

[표 2-1] 용도별 BOM 분류

5) 제품을 계층 구조로 정의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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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OM은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한다. 업무 목적에

따라 각 부서에 맞는 용도로 [표 2-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이외에도

BOM은 모자관계의 구성 형태 혹은 사양관리의 분리 여부에 따라,

Traditional BOM, Modular BOM, Configurable BOM, Super BOM 등

으로 나뉘어 사용되기도 한다.

2.1.3 제품수명주기 내 실패비용

[그림 2-3]은 Prasad(1997)가 제품 수명 주기 내의 각 단계별로 제품

혹은 공정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과 관리 크기의 변화를

도식화한 그래프에 추가하여 각 단계별 이러한 실패를 최소화하고 제품

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림 2-3]을 살펴보면 제품수명주기가 진행될수록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실패를 방지

하기 위한 방법론 등이 초기 단계(Planning & Design)에 집중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방법론들이 설계변경으로 수행되

는 개선방안 적용에 의한 유무형의 Risk 관리를 고려하기 보다는 기업

전략에 부합되는 설계 품질 무결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도표가 작성된 1990년대와는 달리 앞에서 설명한 대량맞춤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후에는 제품 개발이 양산 단계에 이르러도 고객의 다양

한 요구로 인하여 Amount of control의 양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대량생산체제 시장에서는 설계 품질의 무결

성을 기반으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제품에 대한 변경 보다

는 공정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나, 대량맞춤체제하에서는 제품

출시 이후에도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변경 프로세스

를 통한 대표 제품의 개선 및 파생 제품의 개발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

품질 무결성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법론과 더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생산 영향도를 사전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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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림 2-3] Cost incurred in fixing a mistake & Representat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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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변경 영향 사례조사

본 장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제조라인의 어떠한 변

화들이 발생되는지를 4M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디젤엔진 조립라인

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으로 인한 자재(Materials) 변경이 다른 요소들(Methods, Machine,

Man)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Ÿ Case #1 Materials -> Methods

첫 번째 사례는 실린더 헤드와 커버 사이에 위치하는 개스킷이 설계

변경되는 경우이다. 기존 철제 개스킷에서 액상 개스킷으로 설계 변경됨

에 따라, 기존 수작업이 액상의 균일도포를 위하여 자동화 설비 수행으

로 공법이 변경되었다.

Case #1. Materials -> Methods

Product A (BOM; Bill of Material)

Functional Group 1

Part_1

Part_4 

Part_11

Part_12

Functional Group 2

Part_5

Part_6 

Part_7

Functional Group 3

SUB ASSY_1

Part_4
Part_6

Part_1’

액상 가스켓

철제 가스켓

[그림 2-5]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 변화 사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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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ase #2 Materials -> Machine

두 번째 사례는 기존 생산하던 실린더 블록과 형상이 상이한 실린더

블록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제조라인에 설치된 설

비와 신규 추가된 형상의 실린더 블록 간에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 형상뿐만 아니라 신규 추가된 형상의 실린더 블록 역

시 생산하기 위하여 설비 개조 및 운영 시나리오의 변경이 발생된다.

Case #2. Materials -> Machine

Product A (BOM; Bill of Material)

Functional Group 1

Part_1

Part_4 

Part_11

Part_12

Functional Group 2

Part_5

Part_6 

Part_7

Functional Group 3

SUB ASSY_1

Part_4
Part_6

형상 변경
사양 추가

기존 사양

Functional Group 2’

Part_8

Part_9 

[그림 2-6]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 변화 사례(b)

Ÿ Case #3 Materials -> Man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자재 변경이 인적자원에 대한 변화를 일

으키는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제조원가 등의 이유로 일부 부품들이

Sub assembly로 설계변경이 되어 자가 라인이 아닌 외부 회사로 외주

화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로 자가 라인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의 재편

성이 발생된다.



- 15 -

[그림 2-7]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 변화 사례(c)

위와 같이 간단한 사례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재 변경이 제조라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화사항을 실제 제조라인에 적용하기 전

공법, 설비,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만약 이러한 변화

사항이 사전에 고려되지 못하고 설계변경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조라인의

생산성과 강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바이다.

2.3 설계변경 영향 분석 관련연구

기존 설계변경 영향도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제조라인에 고려보

다는 설계부문 내의 복잡한 제품 구조 하에서 설계변경이 일으킬 수 있

는 영향도를 분석하는데 주목하였고,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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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

부품들의 관계를 모델링하여 하나의 기능 부품 혹은 기능 부품이 요구하

는 설계 파라미터의 변경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능 부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Ollinger & Stahovich, 2001;

Rouibah & Casket, 2003). 두 번째 주요한 연구 그룹은 설계변경에 의한

영향도 확률 추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도 전파 분석방법에 주목한

다(Clarkson et al., 2001; Jarratt et al., 2002).

Ouertani et al.(2004)은 상기에서 나열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설계변

경 영향도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구조와

영향도 전파의 기준이 되는 부품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

이 필요함을 한계로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와 상대적인 의존성에 대하여

자동화하여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태형 & 박승현(2003)은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서 설계 변경 영향 해석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설

계 변경의 범위와 최초 설계 시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기반으로 설

계 변경의 영향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 정보화기술의 발달과 3D 모델링 데이터의 일반

화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Kuhn(2006)은 디지

털 공장 개념을 통하여 제품과 생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이

러한 핵심 기술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변경이 전파되는 모든 단계

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제품개발 측면에서 기업을 구성하는 전체 조직 중 연

구개발부문내에 설계변경 영향도 분석에 집중하였다면, Jan et al.(2007)

은 FMEA6) 기법과 CPM/PDD7)이론을 융합하여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6)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7) Characteristics-Properties Modelling/Property-Drive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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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체의 설계변경 영향도를 분석하는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의 주된 흐름은 제품개발 측

면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하여 먼저 최종 제품을 계층적 구조로 분석하

고, 하위 계층을 구성하는 부품 변경 혹은 설계 파라미터의 변경이 다른

하위 부품 혹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다른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밖에 눈에 띄는 연구들로는 발전하는 정보

화 기술과 3D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하거나,

FMEA 등에 정성적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영향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러한 설계

변경의 영향도를 최종 제품이 구성하는 제품 구조 내의 변경 전파 정도

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최종 제품을 실물로 구현하는 제조 라인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FMEA 등과 같은 정성적 방

법이 가지는 한계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과거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 라인의 품

질, 납기, 비용 측면의 주요 인자들과 설계변경 이력 데이터 사이에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영향도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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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ibah & Casket (2003) Change management in concurrent engineering from a parameter perspective

Ollinger & Stahovich (2001) Redesign IT—A Constraint-based Tool for Managing Design Changes

정태형 & 박승현(2003)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서 설계 변경 영향 해석

▶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 부품들의 관계를 모델링하여 하나의 기능 부품 혹은 기능 부

품 이 요구하는 설계 파라미터의 변경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능 부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

는지 분석하는 연구 그룹

Clarkson et al (2001) Predicting change management in complex design

Jarratt et al. (2002) Use of Monte Carlo methods in the prediction of change propagation

▶ 설계변경에 의한 영향도 확률 추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도 전파 분석방법에 주목하는 연

구 그룹

Ouertani et al. (2004)
Engineering change process: state of the art, a case study and proposition of an impact

analysis method

▶ 앞선 연구들이 영향도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 구조와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한계로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와 관계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Kuhn (2006) Digital factory-simulation enhancing the product and production engineering process

▶ 디지털 팩토리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제안하면서, 3D모델링 데이터와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

Jan et al. (2007)
Change Impact and Risk Analysis (CIRA)–Combining the CPM/PDD Theory and

FMEA-Methodology for an Improved Engineering Change Management

▶ 제품구조와 관계에 관한 이론에 FMEA기법을 접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조직 전체의 영향도

를 정성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표 2-2] 설계변경 영향 분석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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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 영향평가 방법론 제안

앞서 연구 배경과 관련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 요구의

개인화, 지역화 등의 세분화되는 추세 속에 변화된 제조환경에서 기존

설계변경 영향 분석 환경은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닌다.

Ÿ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품 구조 내에서 설계변경 영향도를 분

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달라진 제조환경을 고려하여 제

조 라인에 대한 영향도 분석으로 확장이 필요함

Ÿ 기존 설계변경 사전 검토는 도면 기반의 형상 변경 등의 제한적인 검

토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납기 지연, 품질 저하 등의 실제 제조 라인

의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Ÿ 기존 설계변경 사전 검토 과정은 관련 정보에 대한 엔지니어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요한 변화 사항을 인지

하지 못하여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이

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Ÿ 영향 분석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규화 되기 위해서는 복잡도

높은 현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의 구조화 및 데이터베이

스 구성 표준화가 필요함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조 라인에서 발생된 과거 생산 이력 데이터와

시간 순서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이력 데이터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구조

화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의 변화 크기를 지수화한 ‘IMPACT

FACTOR’를 제안하고, 이러한 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향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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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발생요인 분류

먼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류를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설계변경 발생 요인에 따른 분

류 범위를 정의하고자 한다. 설계변경 정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저자들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 또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Lindemann

& Reichwald(1998)은 설계변경의 발생 사유를 크게 Problem-oriented

changes와 Changes caused by innovation으로 나누었고, Eckert et

al.(2004)은 이를 먼저 Emergent change와 Initiated change로 크게 2가

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확장하여 Emergent change의 세부 사유로

는 Problems in design, Problems in testing, Problems in prototyping,

Problems in manufacturing, Problems in use로, Initiated change는

Customer requirements, Certification requirements, Innovations,

Problems with past designs, Offset, New customer requirements,

Recent innovations, Retrofits로 상세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와 구분을 기반으로 하되 앞선 연구들이

설계변경의 주된 분류 기준으로 삼았던 발생 원인의 내/외생적 요인 보

다는 발생되게 되는 목적에 주목하여 사유를 구분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즉,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주요한 두 가지 원인으로써, 먼저 제품 혹은 제

품 개발 과정 속에서 발생된 하자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과 두 번째로

제품 혹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프로세스의 가치 향상 목적으로써

구분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주요한 두 가지 구분에서 확장하

여 실제 제조라인에서 12개월간 발생된 총 925건의 설계변경 사유를 분

석하여 발생 목적을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이는 하자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상세 설계변경 사유로는 Design error, Cost reduction,

Localization, Regulation related, Drawing revision, Market requirement

로 상세 정의하였으며, 제품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세 설계변

경 사유로는 Performance improvement,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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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ing improvement, Initial creation, Component allocation

change, Service requirement로 상세 구분된다. 이러한 상세 구분을 [그

림 3-1]의 피시-본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세 구분

중 최종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라인에 이미 투입되고 있던 자재의

변경이 일어나는 설계변경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즉, 최종 제품의

자재 변경 없이 기존 자재의 공정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Component

allocation change, 또한 생산 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Service

requirement는 자재 변경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변경의 생산 라인 영향도

를 분석/예측하고자 하는 본 연구 성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한다.

[그림 3-1] 설계변경 발생 주요 요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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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MPACT FACTOR

3.2.1 IMPACT FACTOR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MPACT FACTOR는 3.3절에서 제안하는 영향

평가 방법론의 목표 값이자 예측 대상이 된다. 이는 각각의 설계변경이

유효했던 기간 사이에 생산되었던 최종 제품 각각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

실 비용을 원화 단위로 계량화한 지표이다. 즉, 계량화하기 어려운 2차적

인 파급 간접비용은 제외하고 품질, 납기, 추가인원투입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 개념으로 정의된다. 각각은 최종 제품의 품질 등급으로 인한 손실

비용(Q, Quality), 계획 납기와 실제 납기 사이 차이로 발생되는 비용(D,

Delivery time), 정규 작업 외 추가 작업 발생으로 인한 추가 인원 투입

비용(C, Rework cost)을 반영한다. 상세 식은 (1)과 같으며, 각각의 기호

와 설명은 [표 3-1]과 같다.

  (1)

구분 기호 상세설명

 대상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 값

Quality

손실비용

 대당제조원가 (조사 대상 업체 기반)

 완제품 품질 등급  ≤ ≤ 

Delivery time

손실비용


대당일일창고관리비  i f   
대당일일지체상여금 i f  ≥ 

대당일일창고비 = 한달창고관리비/일수/평균적하량

대당일일지체상여금 = 제조원가*0.003

 계획 납기와 실제 납기의 차이일

Rework cost

손실비용


표준 임률 (시급, 아래 참조)

2016.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中 평균 일급, 중소기업중앙회
201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비율, 중소기업연구원


부품 이상 혹은 결품으로 인한 라인 정지 시간 +

Rework 시간

[표 3-1] IMPACT FACTOR 산출을 위한 기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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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MPACT FACTOR 산출방법

앞에서 정의한 식(1)을 바탕으로 하여 IMPACT FACTOR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산출된다.

Ÿ IMPACT FACTOR를 산출하고자 하는 설계변경의 유효일 결정(해당

결정은 해당 설계변경의 실제 제조라인에 대한 적용일로부터 적용 후

변화에 대하여 안정 상태로 회귀하기 전까지 날짜 단위 구간)

Ÿ 결정된 유효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제품들의

대당 최종품질 등급, 계획과 실제 납기 차이, 공정 과정 중 추가 작업

발생 유무 및 추가 작업 존재 시 해당 시간을 수집

Ÿ 수집된 세 개의 값을 각각 합산 후 유효구간 내 생산된 최종 제품의

개수로 나누어 품질, 납기, 추가비용의 유효구간 내 평균값 도출, 이

는 각각 식(1)에   에 해당함

Ÿ 도출된 평균값을 기반으로 하여 식(1)에 대입하여 해당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 산출

앞의 절차에 대한 사례를 들기 위하여 ‘EC1000’이라는 고유 번호를

가진 설계변경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설계변경은 XX년 1월

1일부터 XX년 1월 10일까지 유효하였고, 해당 기간 1000대의 최종 제품

의 생산량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유효구간 내 생산된 1000

대의 평균 품질등급, 납기차이, 추가 작업 시간을 먼저 산출하고 이를 식

(1)에 대입하여 {(대당제조원가 X 평균 품질등급) + (일별지체상여금 X

납기일차이 혹은 일일창고관리비 X 관리일자) + (표준 임률 X 추가 작

업 시간)}을 통하여 ‘EC1000’ 설계변경의 제조라인에 대한 IMPACT

FACTOR를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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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품 다각화에 따른 전통적인 BOM의 구조 변화

3.2.3 IMPACT FACTOR 관리단위

산출된 IMPACT FACTOR는 결국 미래의 발생이 예상되는 신규 설

계변경의 제조라인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될 때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누적 관리되어

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설계변경 발생 시 제조라인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계변경 단위로

IMPACT FACTOR가 관리된다면 신규 설계변경과 과거 발생하였던 설

계변경과의 관계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과거 발

생하였던 고유번호 ‘EC1000’의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를 알고

있고,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고유번호 ‘EC1001’ 설계변경의 영향크기를

예측하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과연 ‘EC1000’이라는 과거 자료가

‘EC1001’이라는 미래의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

결 구조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BOM 구조 위에서 이를 발견

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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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전통적인 BOM의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2장에서

도 BOM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그림 3-2]를 통하여 상세 부연하

고자 한다. [그림 3-2]에 좌측은 전통적인 BOM구조를 나타내며, 우측은

최근 제품 다각화에 따른 변화된 BOM 구조를 나타낸다. 과거 전통적인

BOM은 최종제품과 이를 구성하기 위한 하위 부품들과 각 수량만을 표

현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품 다각화 등 BOM 관리의 복잡도가 높아

짐에 따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최종 제품과 하위 부품 사이의 중간

구조가 추가된 Super BOM 형태가 널리 쓰인다. 이러한 중간 구조는 모

듈 혹은 기능 그룹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roduct

Functional Group(PFG)이라고 명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PFG는 최종 제

품을 구성하는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집합 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중

간 구조를 통해 제품 다각화 환경 하에서 수많은 제품별 BOM의 구조적

중첩을 막고 제품군간 BOM 관리를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PFG

는 설계변경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앞서 2장에서 설명하였던

설계변경의 구조 중 변경 대상이 되는 하위 부품의 모품에 해당하는 것

이 바로 PFG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를 PFG 단위로 시간 순서로 산출하여 누적 관리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즉, 과거 n개의 설계변경이 존재하였고, 각각의 설계변경들

이 변경하고자 했던 PFG에 산출된 IMPACT FACTOR값들을 시간 순

서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면, 신규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 설계

변경이 변경하고자 하는 PFG를 기준으로 누적된 과거 데이터를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기법을 활용해 미래의 영향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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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 영향평가 방법론 구조

설계변경의 발생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제조 기업의 사

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3.1절에서 분류에 대하여

정의한 것과 같이, 크게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목적과 제품 자체의 가치

를 향상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제조 라인에 대한 영향에 관해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IMPACT FACTOR 역시 일회성 산출이 아닌 지속적

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제조 데이터 발생 시 지속적으로

해당 정보가 갱신되어, 신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전영향평가가 가능해

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하여 도식화한 것이 하기 [그림

3-3]이다.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은 대부분의 제조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

본적인 IoS8)인 PLM9), MES10), ERP11)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영향 받은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평가

기준에 맞게 전처리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제 각 설계변경으로 인

하여 제조라인이 영향 받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과거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를 산출하고 이를 유효구간의 시간순서로 PFG 단위

로 누적 관리하여 신규 설계변경이 도래하였을 때, 해당 설계변경이 변

경하고자 하는 PFG단위로 누적 관리되었던 과거 데이터를 추출하여 시

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예상되는 제조라인에 대한 영향 크기를 95% 신뢰

구간 수준의 예측 범위를 통해 산출해 내는 구조이다.

8) IoS: Internet of Service

9)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10)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11)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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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조라인에 대한 설계변경 영향평가 방법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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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의 단계 중 Stage 3∼5는 실제 IMPACT

FACTOR를 유의미하게 정량적으로 산출해 내고, 시간 순으로 누적 관

리하여 신규 설계변경 발생으로 인한 제조라인의 영향 크기를 95% 신뢰

구간 안에서 예측하고 이를 다시 갱신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모델로써, 본 연구에서는 해당 단계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IMFact(The Impact Model of Factory)’라고 명명한다. IMFact 모델의

표준화를 통해 제안된 제조라인의 설계변경 사전영향 평가방법론은 특정

환경에서의 적용만이 아닌 다양한 실제 제조환경에서 제품의 특성에 영

향 받지 않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4] 제안된 관리 방법론과 문제 정의와의 관계

각 단계별 상세 절차 및 방법론은 3.3.1∼3.3.5절을 통하여 설명하겠으

나, 먼저 [그림 3-4]를 통하여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과 앞서 기술하였

던 기존 설계변경 영향평가 분석 환경의 네 가지 한계점에 대하여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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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응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 연구들이 완성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 구조와 구

성 부품의 관계 측면에서의 영향도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나, 달라진 기

업 환경에서는 제조라인에 대한 설계변경 영향도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

다. 두 번째로 기존 제조부서의 설계변경 사전 영향 검토는 도면 기반의

형상 변경 검토 위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제조 라인의 대표적인 KP

I12)인 납기 지연, 품질 변동 등과 같은 인자들이 신규 설계변경 적용으

로 인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를 정량적으로 사전 파악하기가 난해

하였으나, 제안된 평가방법론의 Stage 4에서 산출되는 IMPACT

FACTOR를 통해 이러한 변동에 대한 크기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

게 되었다. 세 번째로 설계변경 프로세스 내의 존재하는 사전 검토 과정

이 담당 엔지니어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요 변화 사

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조 라인에 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해 버리는

인적 오류 가능성을 Stage 5에서 실시되는 사전영향평가를 통한 상대적

크기 분석을 통해 낮추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향 분석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규화된 프로세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복잡도의 현

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의 구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표

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제조 IoS를 기반으로 획득되어야

할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고, 이를 Stage 1과 Stage 2를 통해 취득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고자 한다.

3.3.1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단계

본 절에서부터 3.3.5절까지는 앞서 제안한 설계변경 영향평가 방법론

의 상세 절차 및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단계는 다음 단계

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기초 데이터라고 할 수

12)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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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표 3-2]의 데이터를 대부분의 제조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인 IoS들을 대상으로 추출한다. 만약 관리 수준 혹은 범위의 차이로 해

당 IoS가 존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들은 제조기업의 제조 활

동을 위해 문서상으로라도 필수적으로 관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 정확한 필수 데이

터의 수집을 위해 부록 1에 필수 취득 데이터 명세서를 정의하여 기술하

였다.

추출 데이터 리스트 (총 9건)

PLM
설계 변경 이력 정보

제품 BOM(Bill of Material) 정보

MES

생산 이력 정보

생산 오더 실적 정보

라인 이상 신고 이력 정보

Rework 및 재공 수리 이력 정보

ERP

설계 변경 적용 정보

생산 오더 계획 정보

Picking list

[표 3-2] IoS 대상 추출 데이터 리스트

본 연구에서는 4장에서 다루게 될 사례분석 대상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IoS들을 대상으로 추출 데이터 리스트를 CSV13) 파일 형태로 추출

하였다.

추출된 총 9개의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해 데이터 컬럼

명 명명, 변수 유형 정의(문자, 숫자, 날짜 등) 등 전처리 작업 후 기본적

인 데이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플로팅 및 기초 통계량

산출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결측치는 제거하고 이상치를 완화하기 위하

여 분포 기준 양극단(표준편차 ±3)에 위치한 자료들을 제거하였다. 양극

13) CSV: Comma Separ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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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위치한 자료 제거는 이후 반복 실험을 통해 보다 나은 성능을 보장

해주는 기준으로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식(1)을 기준으로 품질, 납기, 추

가비용의 척도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산출 값에 대한 정규

화 및 표준화 절차를 수행한다.

3.3.2 데이터베이스 구성 단계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해 Oracle SQL Developer(버

전 4.0.3.16)를 활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Microsoft visual studio

community 2017(버전 15.4.0)을 C# 언어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전처리 단계에서 정제된 9개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ERD14)을 통해 전체적인 테이블 구조를 [그림 3-5]와 같이 설계하

였다. ERD는 개체-관계 모델이라 불리기도 하며, 데이터 모델링 시 데

이터를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개념적 설계 도구이

다. Peter Chen에 의해 1970년대 제안되었으며, 실제 존재하는 프로세스

를 개체, 관계, 속성의 기본요소 3가지로 표현한다. [그림 3-5]는 9개의

기초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개념 설계된 결과를 DB Designer 4(버전

4.0.5.6 beta)를 활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5개의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며, 각각은 BOM, PRODUCT_HISTORY,

CHANGE_HISTORY, MASTER, EVALUATION 테이블이다. [그림

3-5]에서 도식화하여 제안된 ERD에 대하여 [표 3-3]을 통해 ERD를 구

성하는 각 개체들에 대하여 상세 살펴보고자 한다.

14)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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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안 데이터베이스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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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Entity Description Source data

Source

data

Rework

history

재공 상태의 수리 이력을 나타내

며, 수리가 발생된 공정, 수리 형

태, 관련 제품 호기, 수리 시간 등

이 포함된다.

Rework 및

재공 수리

이력 정보

라인 이상

신고 이력

정보

Product

history

생산 이력을 나타내며, 제품 호기

와 작업지시 정보, 계획시간과 실

제시간, IMPACT FACTOR를 산

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품질,

납기, 추가비용이 대당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다.

생산 이력

정보

생산 오더

계획 정보

생산 오더

실적 정보

Rework

history

Change

history

설계변경이력으로 설계변경의 고

유번호, 유형, 관련 모델 등을 기

본으로 모품과 변경 전후의 자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설계 변경

이력 정보

설계 변경

적용 정보

제품 BOM

정보

BOM
대상 제품 자재 명세서이며, 계층

적 구조로 되어 있다.

제품 BOM

정보

Impact

factor
Master

과거 적용이 완료된 설계변경들에

대한 제조라인 IMPACT

FACTOR를 산출한 것으로 설계

변경-PFG 구조로 각각의 값이 구

성되어 있다.

Product

history

Change

history

Picking list

Factor

evaluation
Evaluation

신규 발생된 설계변경을 PFG 단

위로 분해하고 각 PFG의 Master

상의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의 상하한 값을 도출한다.

Master

[표 3-3] 제안된 ERD 개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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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설계변경 영향 유효구간 산정 단계

제조라인의 설계변경에 의한 IMPACT FACTOR를 산출하기 위한 중

요한 절차 중 한 가지는 바로 개별 설계변경들이 제조라인에서 유효했던

구간을 산출해 내는 일이다. 정확한 구간 산정이 전제되어야만 해당 구

간 내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정확한 IMPACT FACTOR의 산출이 가능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단계에서는 먼저 간트 차트 작성을 통해 대략

적인 유효구간을 파악한 후 현실 조건에 맞는 구체적인 유효구간을 산출

해 나가는 기준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6] 설계변경 유효구간에 따른 간트 차트 작성 예시

4장에서 다룰 사례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간트 차트 예시는 [그림 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트 차트 작

성을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Ÿ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의 유효구간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변경 결정

된 자재 구성이 제조라인에서 최초 투입 후 자재 구성 변화 없이 지

속적으로 투입되는 기간이고, 이는 후속 설계변경으로 인해 자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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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하다.

Ÿ 하나의 설계변경이 반드시 하나의 PFG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는

다. 1:1 혹은 1:N의 관계를 갖는다.

Ÿ PFG를 기준으로 보면 복수의 설계변경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BOM 구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기능 단위에 대

하여 복수 개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설계변경 이력관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Ÿ PFG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빈도가 상이하다. 이는 제품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Ÿ 단일 설계변경의 적용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중 시작 시점은 적용

관리자 등을 통해 특정 지어지나, 종료 시점은 동일 PFG 안에서 후

속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후속 설계변경의 시작 시점이 특정되면 자동

으로 종료 시점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 제품

의 BOM을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적 구조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한 PFG 단위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이력 및 적용 관리

차원에서 두 개 이상의 설계변경이 동시에 단일 PFG에서 진행될 수는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이를 통해 설계변경의 유효구간을 산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설계변경의 유효구간은 상기와 같은 특징

을 가지지만, 제조라인의 설계변경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론 구축을 위해

서는 결국 실제로 설계변경으로 제조라인에 변경된 자재가 투입된 시점

과 이러한 자재 변화로 인해 제조라인이 영향을 받아 불안정성을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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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특정된 구간에서 정확하게 제조라

인의 품질, 납기, 비용 측면의 KPI의 변화 정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설계변경의 정확한 평가 결과가 반복적 갱신을

통해 IMPACT FACTOR 데이터를 누적 관리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를 기반으로 동일 PFG를 다루는 신규 설계변경에 대한 영향 크기 예측

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적용 시작 시점 경우에는 적용 담당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설계변경의 속성이 ‘즉시 적용’ 혹은 ‘구형품의 재고 소진 후

적용’의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형품의 재고 소진 후

적용’으로 선택 시, 구형품 재고 소진이 발생할 때까지 적용 담당자가 지

정한 특정일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즉시 적용’으로 적용하였

다 하더라도, 해당 설계변경이 제조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군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 제품군이

투입되는 생산 스케줄에 따라 실제 제조라인에서 변경된 자재 구성이 적

용되는 시기는 적용 담당자가 특정한 날짜와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적용 종료 시점에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설계변경 유

효구간에서는 PFG를 기준으로 하여 후속 설계변경의 적용 시작시점과

동일한 시점이 현재 유효했던 설계변경의 적용 종료 시점이 되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MFact 모델에서 평가하는 IMPACT FACTOR는

변경으로 인해 제조라인의 품질, 납기, 추가비용에 대한 정량적인 손실비

용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익숙해져 제조라인이 안정화

된 구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제조 라인의 전체 추세선과 비교하여 최초 설계변경 적

용 후 제조라인의 주요 지표들이 불안정성을 띄는 구간까지만 IMPACT

FACTOR 분석을 위한 설계변경 적용 종료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일반적인 업무 관리상의 설계변경 유효구간과 IMPACT FACTOR

분석을 위한 설계변경 유효구간 차이에 대하여 [그림 3-7]을 통해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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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다.

ü업무 관리상의설계변경 유효구간

ü IMPACT FACTOR 분석을위한
설계변경유효구간

설계변경 번호: ‘EC10000’ ‘EC10001’ …

설계변경 번호: ‘EC10000’ ‘EC10001’ …

Time

Time

ERP에서 설정된 적용시점 ERP에서 설정된 적용시점

’

실제 제조라인 적용시점

’

변경으로
인해
라인이
불안정성
을 띄는
구간

불안정
구간 이후
변화에
대해
안정화된
구간

시작시점: ERP를 통한 적용
점 의사결정
종료시점: 동일 PFG 내 다음
설계변경의 시작시점

설계변경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제조라인이 불안정성을
띄는 구간

[그림 3-7] 목적별 설계변경 유효구간 차이

상기와 같은 IMPACT FACTOR 분석을 위한 설계변경 유효구간을

특정할 수 있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단계

에서는 선행적으로 간트 차트 작성을 통해 대략적인 유효구간을 산출 후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 한다.

Ÿ 간트 차트 작성을 통해 파악된 설계변경의 일반적인 시작일과 종료일

은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MASTER 테이블의

REFERENCE_ST, REFERENCE_FI 칼럼에 갱신된다.

Ÿ 해당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된 자재 구성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제품

단위로 발행되는 Picking list(자재불출 일람표) 정보와 비교하여 실

제 변경 자재 구성이 최초로 등장하는 Picking list의 생산일자를 실

제 제조라인 적용시점으로 판단하고, 이를 MASTER 테이블의

ACT_ST 칼럼에 갱신한다. Picking list는 단위 최종 제품을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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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제조라인에 불출되는 자재 리스트이며, ERP에서 MES로 인

터페이스 하는 생산오더(Production order)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실

제 불출되는 자재 리스트이기 때문에, 변경 자재 그룹이 실제 라인에

적용되었는지 판단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Ÿ 누적된 과거 설계변경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서 정의된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유효구간을 반복 변경(+1, +2, +3, ...) 실험하여 최적 종료일

을 판정한다. 최적 종료일의 판정은 반복 실험한 각 구간(+1, +2, +3,

...)마다 산출되는 IMPACT FACTOR값과 전체 구간을 설명하는 추

세선의 차이 분석을 통해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구간을 가장 불안정

성이 큰 구간으로 판정하여 IMFact 모델을 위한 최적 종료일로 정의

하고 평가 설계변경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값은

MASTER 테이블의 ACT_FI에 반영된다.

설계변경

No.
PFG

ACT_S

T
ACT_FI

REFERENCE

_ST

REFERENCE

_FI
...

EC204530 M301 16/07/25 16/07/27 16/07/21 16/07/25 ...

EC204580 M311 16/09/05 16/09/07 16/09/01 16/12/13 ...

EC204670 M705 16/08/23 16/08/25 16/08/10 16/09/04 ...

EC204700 M705 16/03/30 16/04/01 16/03/23 16/07/11 ...

EC204720 M510 16/08/12 16/08/14 16/08/12 16/09/05 ...

EC204770 M801 16/03/14 16/03/16 16/03/14 16/08/22 ...

EC204780 M404 16/07/26 16/07/28 16/07/25 17/06/13 ...

EC204820 M405 16/11/27 16/11/29 16/11/26 17/02/12 ...

EC204950 M510 16/07/29 16/07/31 16/04/08 16/08/11 ...

... ... ... ... ... ... ...

[표 3-4] 설계변경 유효구간 확정 데이터베이스 MASTER 테이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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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과거 IMPACT FACTOR 산출 단계

정의된 설계변경 유효구간을 기준으로 과거 적용 완료된 설계변경에

대한 IMPACT FACTOR 산출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과거 설계변

경의 IMPACT FACTOR의 산출은 미래 발생하게 되는 신규 설계변경

의 사전 평가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정된 각 설계변경별 유효구간은 앞 절의 [표 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CT_ST’가 해당 설계변경의 적용 시작일이 되며, ‘ACT-FI’가 적

용 완료일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용 시작일의 의미는 해당

설계변경을 통해 변화 결정된 자재 구성이 실제 제조라인에 투입되는 시

점이며, 적용 완료일의 의미는 해당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화가 일으키는

제조라인의 불안정성이 안정화되는 변곡점이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ACT_ST∼ACT_FI)기간 생산된 최종

제품의 이력을 수집한다.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PRODUCT_HISTORY

테이블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테이블 안에는 유효구간 내 생산된 최종

제품들에 대하여 각각의 제품 호기, 생산 오더, 제품 정보, 실제 착수일/

종료일, 계획 착수일/종료일, 최종 품질 등급, 납기 차이, 재공 중 추가

작업을 위한 투입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MPACT FACTOR를 산출하기 위한   값이 먼저 산출된다. 각각의

값은 유효구간동안 완성된 생산 대수로 나누는 산술평균값이다.




  





, 


  





,  


  





(2), (3), (4)

( 품질등급 ≤ ≤   납기차이일단위  추가작업투입시간시간단위)

( 개별완성품의품질등급  개별완성품의납기차이

 개별완성품의추가작업투입시간  유효기간사이의생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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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과거 IMPACT FACTOR 산출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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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3),(4)의 산출값을 식(1)에 대입하여 해당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값을 산출한다. 해당 설계변경이 유효한 구간동안 생산된 제품

의 평균적인 품질 등급()을 대당제조원가와 곱하여 품질 등급의 변동으

로 인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비용을 산출하고, 평균적인 납기 차이()가

양수일 경우 지연 발생으로 판단하여 일별지체상금을 곱한다. 평균적인

납기 차이()가 음수일 경우, 사내 창고 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

단하여, 일별 창고 관리 비용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재공 상태에서 자재

변경으로 발생되는 결품 혹은 부품 고장이 발생되어 추가 재작업이 일어

날 경우 이를 추가 작업시간()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연구원(2015), 중

소기업 중앙회(2016)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당 표준 임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림 3-9] 산출된 IMPACT FACTOR의 논리적 구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해당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 값

을 해당 설계변경이 대상으로 하는 PFG를 기준으로 하여 MASTER 테

이블에 갱신하고, 과거 적용 완료된 설계변경의 수만큼 해당 과정을 반

복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완료하면 아래 [그림 3-9]와 같은 논리적

구조로 데이터가 누적될 것이다. 횡 기준으로 각 PFG를 대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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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계변경들이 시간 순으로 누적되어 신규 설계변경이 발생될 때

PFG 단위로 분해하여 각 PFG별 예상 IMPACT FACTOR를 시계열분

석을 활용해 예측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3.5 신규 설계변경의 제조라인 IMPACT FACTOR 사전평가

[그림 3-10] 신규 설계변경 IMPACT FACTOR 사전평가 절차

본 단계는 제안된 IMFact 모델의 마지막 단계로써, 앞 절에서 산출된

과거 적용 완료된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를 기반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를 사전 평가하는 절차를 논하

고자 한다. 신규 설계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크기에 대한 사전평가

를 통해 제조라인에서는 영향의 크기를 사전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적용

과정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영향의 정량적 크

기에 따라 적용순서를 조절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평가는 점추정이 아닌 구간 추정으로 진행

하도록 정의하였다. 단계적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신규 설계변경을 PFG

단위로 분해하고, 각 PFG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누적된 과거 IMPACT

FACTOR값들을 수집하고 이를 몇 가지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해 비

교 예측하고, 각각의 기법들의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MSE15)를 비교

15) MSE: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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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장 최소값을 가지는 기법이 예측하는 미래시점의 결과값을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통해 구간 추정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다음에서 다루기로 하며, 대략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은 [그림 3-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Ÿ STEP 1

본 단계는 발생이 예정되는 신규 설계변경을 PFG 단위로 분해하고,

분해된 PFG 예측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를 선택, 수집하는 단계이다.

한 개의 설계변경에는 반드시 한 개의 PFG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

변경과 PFG는 1:1 관계가 아닌 1:N의 관계임을 3.3.3절을 통해 확인했

다. 또한 과거와 신규 설계변경의 관계 확인을 위한 연결 구조로써 PFG

를 활용함을 사전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단계에서는 먼저 신규

설계변경의 구성 PFG를 확인하고 분해한다. 해당 정보는 구성된 데이터

베이스의 CHANGE HISTORY 테이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분

해된 각각의 PFG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누적된 과거 정보들을 추출하

여 다음 단계인 신규 설계변경 영향평가를 준비한다. 해당 자료에 대한

예시는 [표 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수 ECO_NO PFG ACT_ST ACT_FI IMPACT_FACTOR

1 EC205320 M510 2016-03-11 +2 36000

2 EC204950 M510 2016-07-29 +2 22988

3 EC204720 M510 2016-08-12 +2 56854

4 EC206950 M510 2016-09-06 +2 19401

5 EC207470 M510 2016-09-08 +2 94141

6 EC206980 M510 2016-10-13 +2 8242

7 EC205640 M510 2016-10-24 +2 10788

8 EC206630 M510 2016-12-07 +2 77193

9 EC208790 M510 2017-02-01 +2 10000

10 EC208080 M510 2017-03-27 +2 4442

11 EC211930 M510 2017-04-04 +2 53693

12 EC210130 M510 2017-04-14 +2 16535

[표 3-5] 분해된 PFG의 과거 정보 선택/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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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TEP 2

본 단계는 선택된 PFG 단위로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을 통해 도래

하는 시점의 예상 IMPACT FACTOR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적절한 예

측 기법을 선택하기 위해 예측 기법의 실무적용에 대해 고찰한 아래 연

구를 참고하였다.

Mentzer & Khan(1995)의 연구인 “Forecasting Technique

Familiarity, Satisfaction, Usage and Application”에 따르면, 정성적 예측

기법에 대한 친숙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에 반해 정량적 기법에 대

한 친숙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실증적 조사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아래

[그림 3-11]과 [그림 3-12]는 각각 Mentzer & Khan(1995)이 수요 예측

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친숙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이다. 친숙도는 이동평균법이 가장 높으며(92%), 만족도는 지수평활법

(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 예측기법의 친숙도(From Mentzer & Kha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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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예측기법의 만족도(From Mentzer & Khan(1995))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실무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신규

설계변경의 PFG에 대하여 실무자들의 친숙도와 만족도가 높은 예측기

법인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조라인은 끊

임없이 개선되기 때문에 먼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가까운 과거의 데이터

가 미래의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므로, 가까운 과거 데이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중이동평균법과 지수이동평균법, 추세를 고

려할 수 있는 이중지수평활법과 대조군이 될 수 있는 단순지수평활법을

추가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여러 가지 기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예측 기법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

에 적합한 예측기법은 존재하지만,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기법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 과거 데이터에 대해 몇 가지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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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동시에 예측하고 그 중 실제값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이는 예측이 필요할 때 마다 PFG단위로

기법 선택의 의사결정이 발생된다는 말이며, 이를 통해 부분최적화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부분최적화를 통해 전체 IMFact

모델의 예측 성능의 최적화를 기대한다.

가중이동평균법은 오래된 자료와 최신 자료가 미래 예측에 있어 똑같

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단순 이동평균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

된 것으로써, 미래 예측에 있어 평활 계수를 가중치로 하여 최근 자료가

과거 자료에 비해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 식(5)은 일반적인 가중

이동평균 정의이다. 은 예측값을 말하며, 은 과거 값, 은 시점, 은

자료의 개수를 나타낸다. 또한 
  



  이다.

 
  



           (5)

지수이동평균법은 과거 발생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가

까운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가중이동평균법의 한 종류이다.

최근 데이터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면서도 가장 오래된 데이터도 고려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식(6)은 일반적인 지수이동평균법의 계산법을 보

인다. 은 예측값을 말하며, 은 t시점의 관찰값, = 평활계수

(≤≤)이며, 2/(N+1)를 나타낸다. N은 평활구간이다.

     

     
(6)

지수평활법은 가장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부여하는 가중치가 지수 함

수적으로 감소하는 기법으로, 모델의 설정이 쉽고, 단기예측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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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식(7)은 지수평활법의 계산법이다. 은 예측

값을 말하며, = 평활계수(≤≤)이며,   은 t-1기간의 실제값이

다.

 ∙  ∙   (7)

이중지수평활법은 주어진 과거 데이터가 시계열을 띄고 동시에 상향

또는 하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며, 식(8)은

이중지수평활법의 예측에 관한 정의이며, 식(9)은 시계열 데이터의 수준,

식(10)은 추세 계산법을 보여준다. 와 은 각각의 평활계수이다.

   (8)

       ≤≤ (9)

       ≤≤ (10)

위에서 제시한 각 예측방법의 모든 평활계수(  )는 반복수행을

통해 예측오차를 비교하여 예측오차가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다.

Ÿ STEP 3

본 단계는 앞 단계에서 수행된 네 가지 시계열분석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해당 사례에 더 적합한 모델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값과 예

측값의 MSE를 기준으로 적합 모델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MA

D16)와 MSE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기법의 성능을 판별하는 기

준으로 MSE를 사용하였다. MSE는 평균제곱오차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정의는 식 (11)과 같다.

16) MAD: Mean Absolute Deviation



- 48 -

 



  




 (11)

식(10)에서 은 전체 자료 개수이며, 은 기간 에서의 예측값 혹은

기댓값, 은 기간 에서의 실제값으로 정의된다.

Ÿ STEP 4

마지막으로 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앞 단계에서 선택된 예측기법

을 사용하여 산출된 예측값을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신규 설계변경

의 미래 IMPACT FACTOR의 예측 상한과 하한을 구하는 단계이다.

즉, 미래에 도래할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 예측값에 대하여 일

정한 확률범위(95% 신뢰구간) 내에서 정해지는 상한과 하한에 의한 범

위를 통해 실제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간 예측 방식

에 대한 검증은 4장에서 진행될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값이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진행할 것이다. 아래 식 (12)은 일반적인 95% 신

뢰구간을 정의한다.

 신뢰구간 ±×


(12)

다만 95% 신뢰구간을 통한 상한과 하한의 구간 폭은 표본 개수에 영

향을 받는다. 표본 개수가 클수록 정밀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간

폭이 작을 것이고, 표본 개수가 작을수록 구간의 폭이 커 예측의 의미가

희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의미는 4장의 사례연구에서 보다 자세

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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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제조라인에 대한 설계변경 영향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실제 기업에서 운영되었던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 검증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

법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4.1 사례 연구 개요

사례 연구 대상기업은 국내 종합기계 제조업체로써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구분에 따라 중소기업

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국내외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5조원, 근로자의 수는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17).

사례 연구를 위해 대상 기업의 인천시에 위치한 디젤엔진 제조공장

한 곳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을 선택하였고, 분석 대상 데

이터는 2016년 1월에서 2017년 9월까지 총 21개월간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는 최종완제품 기준 총 20,583대의 자료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설계변경 925건 중 204건이 대상으로 삼은 제품에 관

련하였다.

4.2 사례 연구 수행 및 결과 분석

사례 연구는 3장에서 제안한 영향평가 방법론을 과거 이력 데이터에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향평가 방법론은 5단계

17) 2017.11.14. 분기보고서 공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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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 데이터베이스 구성

–> 유효구간 산출 –> 과거 IMPACT FACTOR 산출 –> 신규 설계

변경 사전영향평가로 진행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더하여 최종

단계에서 산출된 사전영향평가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된 사

전영향평가 방법론의 절차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검증 방식은 아래 [그림 4-1]과 같이 전체 21개월간 발생된 이력 데이

터를 통해 산출된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전체 구간을 7:3의 비

율로 나누어 7의 기간을 통해 과거 IMPACT FACTOR를 산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나머지 3의 구간에 발생된 설계변경들을 신규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방법론을 실시하여 실제값이 평가구간 안에 포

함되는지 여부로 제안 방법론의 유효성을 판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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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적용 순으로 산출된 설계변경 IMPACT FACTOR 일별 추이

이러한 검증을 위해 먼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상 기업의 제조

IoS인 PLM, MES, ERP을 대상으로 기초 데이터들을 취득한다. 3장에서

열거한 총 9건의 기초 데이터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각각 설계변경

이력정보, 제품 BOM 정보, 생산이력정보, 생산오더 실적정보, 라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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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력정보, Rework 및 재공 수리이력정보, 설계변경 적용정보, 생산

오더 계획정보, 자재 불출 일람표(Picking list)이다. 취득된 데이터에 대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 칼럼명과 변수 유형

을 정의하고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테이블명 칼럼 개수 데이터 개수

BOM 19 7729

CHANGE_HISTORY 20 3873

PRODUCT_HISTORY 18 20583

MASTER 13 259

[표 4-1]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주요 테이블 제원

취득 데이터 전처리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다. 구성되는 테이

블은 각각 PRODUCT_HISTORY, BOM, CHANGE_HISTORY이며, 4단

계에서 과거 IMPACT FACTOR를 산출하면서 MASTER 테이블이 추

가된다. 상세한 제원은 [표 4-1]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구성 예시는 [그

림 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 52 -

해당 단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과정 중 다음 단계에서 산출되는

IMPACT FACTOR를 위한 최종완제품별 품질 등급(Q), 계획과 실제 납

기 차이(D), 추가 작업을 위한 투입 시간(C)등이 계산된다. 즉, 20,583대

의 각각의 엔진에 대하여 최종 품질 등급을 부여하고(합격=1, 불합격=0),

생산오더 계획정보와 실적정보를 기반으로 계획과 실제 납기 차이가 일

단위로 산출된다. 다만 납기 지연 시에는 아래 [표 4-2]에서 열거한 공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로 산출하였고, 납기보다 빨리 생산하는 경

우에는 휴일에 상관없이 창고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휴일을 제외하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Rework 및 재공 수리이력정보에 기재된 라인정지시간

과 제품호기 정보를 통해 각 엔진생산을 위해 추가 투입된 재작업시간을

산출한다.

산출기간 내 발생한 휴일정보
일자 휴일 일자 휴일 일자 휴일

2016-01-01 신정 2016-08-15 광복절 2017-01-28 설날

2016-02-07 설날 2016-09-14 추석 2017-01-29 설날

2016-02-08 설날 2016-09-15 추석 2017-01-30 설날

2016-02-09 설날 2016-09-16 추석 2017-03-01 삼일절

2016-02-10 설날 2016-10-03 개천절 2017-05-03 석가탄신일

2016-03-01 삼일절 2016-10-09 한글날 2017-05-05 어린이날

2016-04-13 총선 2016-12-21 연말휴가 2017-05-09 대통령선거

2016-05-05 어린이날 2016-12-22 연말휴가 2017-06-06 현충일

2016-05-06 임시공휴일 2016-12-23 연말휴가 2017-08-05 17년여름휴가

2016-05-14 석가탄신일 2016-12-24 연말휴가 2017-08-06 17년여름휴가

2016-06-06 현충일 2016-12-25 크리스마스 2017-08-07 17년여름휴가

2016-07-30 16년여름휴가 2016-12-26 연말휴가 2017-08-08 17년여름휴가

2016-07-31 16년여름휴가 2016-12-27 연말휴가 2017-08-09 17년여름휴가

2016-08-01 16년여름휴가 2016-12-28 연말휴가 2017-08-10 17년여름휴가

2016-08-02 16년여름휴가 2016-12-29 연말휴가 2017-08-11 17년여름휴가

2016-08-03 16년여름휴가 2016-12-30 연말휴가 2017-08-12 17년여름휴가

2016-08-04 16년여름휴가 2016-12-31 연말휴가 2017-08-13 17년여름휴가

2016-08-05 16년여름휴가 2017-01-01 신정 2017-08-15 광복절

2016-08-06 16년여름휴가 2017-01-02 연말휴가 기간 내 토요일

2016-08-07 16년여름휴가 2017-01-27 설날 기간 내 일요일

[표 4-2] 납기 지연 시 산출일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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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설계변경

의 유효구간을 산출한다.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업무관리를 위한 설

계변경의 유효구간과 제조라인에 대한 설계변경 영향평가를 위한 유효구

간은 차이가 존재한다. 재차 강조하자면 일반적인 업무 관리를 위한 설

계변경의 유효구간은 적용 관리자가 지정한 적용 시작일로부터 다음 후

속 설계변경의 적용 시작일 까지다. 하지만 설계변경 적용으로 인해 제

조라인에 발생되는 불안정성을 측정하여 지수화하고자 하는 IMPACT

FACTOR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기준이 3장에서 정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케이스에 적합한 유효구간의 정의를 적용

하기 위해 설계변경 적용정보에 기재된 관리상의 적용 시작일로부터 가

장 가까운 시기에 자재 불출표(Picking list)의 설계변경으로 변경 결정

된 자재그룹이 등장하는 시기를 유효구간의 시작일로 지정하였다. 왜냐

하면 자재 불출표는 실제 생산을 위해 사내 창고에서 공정으로 구성 자

재들을 불출 지시하는 이력이기 때문에 실제 변경사항의 적용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유효구간의 종료일에 경우에는 후속 설계변경이 적용 시작되는

구간이 아닌 실제 해당 설계변경으로 인해 제조라인이 불안정성을 가지

는 구간만으로 정의해야 한다. [그림 4-3]과 같이 전체 기간의 추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적용 시작일로부터 +1, +2, +3, ..., +7로 적용 기

간을 변경해보면서 가장 불안정성을 띄는 구간을 선택한다. 불안정성의

기준은 MAD과 MSE을 통해 판별하였다. 일반적으로 MAD와 MSE는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나, 이 경우에는 전구간의

IMPACT FACTOR의 추세선과 특정구간의 분포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반복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4-3]과 같이 적용 시작일로

부터 +4일까지의 기간이 가장 불안정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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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e) (f)

+1 +2 +3 +4
MAD 70,315 66,890 76,674 90,880 
MSE 9,803,668,283 9,158,845,188 19,135,961,455 46,117,122,211 

+5 +6 +7
MAD 86,878 83,419 81,899 
MSE 40,404,816,591 36,578,282,603 34,439,170,104 

[그림 4-3] 전체 구간 추세선과 일자별 IMPACT FACTOR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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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결정된 설계변경의 유효구간인 +4일을 기준으로 과거

IMPACT FACTOR를 산출하고 MASTER 테이블에 갱신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하지만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진행과 모수를 줄이기 위해

BOM을 기준으로 실제 제조라인의 자재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PFG를 산

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 [표 4-3]은 대상

제품의 PFG 목록을 조사한 결과와 포함 여부 결정 결과이다. 포함되지

않는 PFG들은 실제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하위 부품 집합이 아닌

완성도면, 소프트웨어, 출하부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이다.

BOM
Level PFG Name

PFG
Code 포함여부

3 ENGINE ASSEMBLY M001 N

3 ENGINE SPECIFICATION M002 N

3 ENGINE SOFTWARE M003 N

3 SUBSIDIARY MATERIALS M004 N

3 CYLINDER HEAD M101 Y

3 CYLINDER HEAD COVER M102 Y

3 WATER PUMP M103 Y

3 THERMOSTAT M104 Y

3 BREATHER M105 Y

3 COOLING WATER PIPE M107 Y

3 VALVE M201 Y

3 ROCKER ARM M202 Y

3 TAPPET & PUSH ROD M203 Y

3 CAMSHAFT M204 Y

3 CAMSHAFT DRIVE M205 Y

3 CYLINDER BLOCK M301 Y

3 OIL SPRAY NOZZLE M303 Y

3 FLYWHEEL HOUSING M305 Y

3 ENGINE LIFTING M306 Y

3 ENGINE MOUNTING M307 Y

3 OIL PUMP M308 Y

3 OIL FILTER M309 Y

3 OIL PAN M311 Y

3 OIL PIPE M312 Y

3 OIL SEAL M401 Y

[표 4-3] 사례 연구 대상 제품의 PFG 구조 및 평가 포함 여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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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Level

PFG Name PFG
Code

포함여부

3 PISTON M402 Y

3 CONNECTING ROD M403 Y

3 CRANKSHAFT M404 Y

3 CRANKSHAFT PULLEY M405 Y

3 FLYWHEEL M407 Y

3 INJECTION PUMP M501 Y

3 INJECTION NOZZLE M502 Y

3 INJECTION PIPE M503 Y

3 FUEL LINE M505 Y

3 FUEL FILTER M506 Y

3 EXHAUST FILTERING MUFFLER M510 Y

3 NAME PLATE M511 Y

3 INTAKE MANIFOLD M601 Y

3 EXHAUST MANIFOLD M602 Y

3 TURBOCHARGER M603 Y

3 EGR M604 Y

3 INTAKE STAKE M607 Y

3 STARTER M701 Y

3 BATTERY M702 Y

3 ALTERNATOR M703 Y

3 AIR HTR RELAY&GLOW PLUG M704 Y

3 WIRE HARNESS M705 Y

3 SWITCH&SENSOR M709 Y

3 E. C. U M713 Y

3 ALTERNATOR MOUNTING M801 Y

3 POWER TAKE OFF M805 Y

3 COOLING FAN M815 Y

3
GENERAL
ACCESSORIES-HEAD&COOLING M901 N

3
GENERAL
ACCESSORIES-BLOCK&LUBRICATION M903 N

3 GENERAL ACCESSORIES-MOVING M904 N

3
GENERAL ACCESSORIES-FIE&AFTER
TREATMENT M905 N

3 GENERAL ACCESSORIES-ELECTRIC M907 N

3 SPARE PART-BLOCK&LUBRICATION M933 N

3 SPARE PART-FIE&AFTER TREATMENT M935 N

3 BUNDLE
ACCESSORIES-BLOCK&LUBRICATION

M943 N

[표 4-3] 사례 연구 대상 제품의 PFG 구조 및 평가 포함 여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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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G에 대한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 PFG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변경들

의 유효 시작일과 유효 종료일을 기준으로 생산 이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3장에서 정의한 IMPACT FACTOR 산출에 관한 식(1)을 통해 아

래 [표 4-4]와 같이 산출한다.

설계변경
번호

PFG 유효 시작일 유효 종료일 IMPACT_
FACTOR

IMPACT FACTOR 반영 비율

품질 등급 납기 차이 추가 작업
시간

EC205320 M510 2016-03-11 2016-03-14 46916 0.0% 89.2% 10.8%

EC204770 M801 2016-03-14 2016-03-17 402153 0.0% 7.2% 92.8%

EC205190 M709 2016-03-27 2016-03-30 1199642 92.2% 7.3% 0.5%

EC204700 M705 2016-03-30 2016-04-02 793653 97.2% 2.5% 0.3%

EC205470 M405 2016-05-16 2016-05-19 10034 97.5% 2.1% 0.4%

EC206220 M506 2016-06-02 2016-06-05 48969 0.0% 93.5% 6.5%

EC207110 M702 2016-07-11 2016-07-14 23222 55.4% 43.9% 0.8%

EC206040 M503 2016-07-12 2016-07-15 23153 0.0% 85.5% 14.5%

EC206370 M705 2016-07-12 2016-07-15 23153 0.0% 89.6% 10.4%

EC206370 M709 2016-07-12 2016-07-15 23153 0.0% 89.6% 10.4%

EC204530 M301 2016-07-25 2016-07-28 36449 0.0% 89.6% 10.4%

EC207330 M307 2016-07-25 2016-07-28 39672 0.0% 86.4% 13.6%

EC204780 M404 2016-07-26 2016-07-29 33321 0.0% 89.4% 10.6%

EC205670 M308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5700 M709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6150 M604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6170 M404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6170 M205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6400 M709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6600 M303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6600 M301 2016-07-26 2016-07-29 33321 0.0% 85.7% 14.3%

EC207250 M503 2016-07-26 2016-07-29 27067 0.0% 85.7% 14.3%

EC204950 M510 2016-07-29 2016-08-01 22276 0.0% 95.2% 4.8%

EC205810 M309 2016-08-12 2016-08-15 51802 0.0% 52.4% 47.6%

EC209260 M603 2016-08-23 2016-08-26 79897 0.0% 99.9% 0.1%

EC209540 M815 2016-08-23 2016-08-26 79897 0.0% 99.9% 0.1%

EC209540 M801 2016-08-23 2016-08-26 79897 0.0% 99.9% 0.1%

EC204580 M311 2016-09-05 2016-09-08 16950 0.0% 99.9% 0.1%

EC205510 M604 2016-09-05 2016-09-08 21458 0.0% 99.8% 0.2%

EC206000 M505 2016-09-05 2016-09-08 21458 0.0% 99.6% 0.4%

EC206340 M709 2016-09-05 2016-09-08 21458 0.0% 99.6% 0.4%

EC206340 M705 2016-09-05 2016-09-08 21458 0.0% 99.6% 0.4%

EC206560 M805 2016-09-05 2016-09-08 21458 0.0% 99.6% 0.4%

EC207150 M301 2016-09-05 2016-09-08 16950 0.0% 99.6% 0.4%

EC207180 M101 2016-09-05 2016-09-08 21458 0.0% 99.8% 0.2%

… … … … … … … …

[표 4-4] 과거 IMPACT FACTOR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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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과는 MASTER 테이블에 갱신한다. 총 21개월간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설계변경 기준 125건이며, PFG 기준으로는 총 259

건이다.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설계변경은 PFG 단위로 분해

되었고, 결정된 유효구간인 시작일로부터 +4일을 기준으로 유효구간 내

생산된 최종제품들의 품질 등급(Q), 납기 차이(D), 추가 작업시간(C)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IMPACT FACTOR가 산출되었고, 각각의 요소들

이 최종값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반영 비율이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효성 검증은 산출된 IMPACT FACTOR

총 259건을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기간 분할(7:3 비율)하여 제안된 평가

방식을 통해 3의 기간에 대해 사전평가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사전평

가를 통해 산출된 예측구간 내 실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해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의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전체 자료

PFG 단위로 분리된 IMPACT FACTOR 전체 259건

과거 IMPACT FACTOR TEST

PFG 단위 71건PFG 단위 188건

2016년 3월 ~ 2017년 4월 2017년 4월 이후

[그림 4-4] 실효성 검증을 위한 자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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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전체 259건의 데이터 중 적용 순서에 따라 해당 비율로 구분

하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발생된 설계변경 188건이 과거 데

이터가 되고, 이후 발생된 71건이 사전평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신규 설

계변경으로 가정된 71건에 대하여, 3장에서 정의한 신규 설계변경 사전

영향평가 방법론에 기인하여 먼저 적용 시간 순으로 과거 데이터를 나열

하고, 선택된 네 가지 시계열분석 예측기법들을 적용하여 실제값과 가장

오차가 적은 예측방법을 선택한다.

ECO_NO PFG ACT_ST IMPACT_FACTOR ACT_FI QUALITY DUE_DATE REWORK_MH
EC20727B M815 2016-07-28 25138 2016-07-31 1 1.38298 0.01429
EC209540 M815 2016-08-23 79897 2016-08-26 1 4.43617 0.0027
EC20923B M815 2016-09-05 16950 2016-09-08 1 0.93973 0.00204
EC212460 M815 2017-02-15 21430 2017-02-18 1 1.152 0.04064
EC211990 M815 2017-02-23 19349 2017-02-26 1 1.07182 0.00332
EC21279B M815 2017-04-13 20796 2017-04-16 1 -1.67568 0.06975
EC21539B M815 2017-09-07 57593 2017-09-10 1 -4.54717 0.25715

과거 IMPACT 
FACTOR 집합

신규 – 사전평가
대상

평가기법
wMA(n=2) EMA ES DES

MAE 1,611,324 424,543 1,618,578 295,723 

Time Line 실제값 예측값 예측값 예측값 수준 추세 예측값
2016-07-28 25138 25138 25138 0
2016-07-29 27244 25138 27244.1 2106.12 25138
2016-07-30 29350 27193.62071 26191.0577 27244.11538 29350.2 2106.12 29350.2
2016-07-31 31456 29295.83259 29701.25 29350.23077 31456.3 2106.12 31456.3
2016-08-01 33562 31398.04446 32275.391 31456.34615 33562.5 2106.12 33562.5
2016-08-02 35669 33500.25634 34537.515 33562.46154 35668.6 2106.12 35668.6
2016-08-03 37775 35602.46822 36695.6332 35668.57692 37774.7 2106.12 37774.7
2016-08-04 39881 37704.6801 38819.0829 37774.69231 39880.8 2106.12 39880.8
2016-08-05 41987 39806.89197 40930.9763 39880.80769 41986.9 2106.12 41986.9
2016-08-06 44093 41909.10385 43039.0178 41986.92308 44093 2106.12 44093
2016-08-07 46199 44011.31573 45145.7751 44093.03846 46199.2 2106.12 46199.2
2016-08-08 48305 46113.5276 47252.1045 46199.15385 48305.3 2106.12 48305.3
2016-08-09 50411 48215.73948 49358.2913 48305.26923 50411.4 2106.12 50411.4
2016-08-10 52518 50317.95136 51464.4304 50411.38462 52517.5 2106.12 52517.5
2016-08-11 54624 52420.16323 53570.5537 52517.5 54623.6 2106.12 54623.6
2016-08-12 56730 54522.37511 55676.6718 54623.61538 56729.7 2106.12 56729.7
2016-08-13 58836 56624.58699 57782.788 56729.73077 58835.8 2106.12 58835.8
2016-08-14 60942 58726.79887 59888.9037 58835.84615 60942 2106.12 60942
2016-08-15 63048 60829.01074 61995.0192 60941.96154 63048.1 2106.12 63048.1
2016-08-16 65154 62931.22262 64101.1346 63048.07692 65154.2 2106.12 65154.2

… … … … … … … …

적절한 예측
기법 모색

[그림 4-5] 최적 예측기법 선택 과정 예시



- 60 -

[그림 4-5]는 이러한 절차를 보여준다. PFG CODE M815에 대한 사

례로써, 해당 PFG는 6건의 과거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가중이동

평균법(wMA,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 지수이동평균법

(EMA, Exponential Moving Average method), 지수평활법(ES,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이중지수평활법(DES,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중 해당 사례에는 이중지수평활법이 가

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사전평가 대상이 되

는 PFG 7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이 반복 수행되었다. 수행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중지수평활법이 선택(대상 중 52건, 90%)되었다.

이는 사례 연구 대상인 제조라인의 관찰 기간 안에서 평가되는

IMPACT FACTOR를 분석해 보면, 해당 제조 라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안정화 되면서 전체 추세가 하향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일반적으로 이중지수평활법이 추세가 있는 데이터에 적합하기 때문

인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다만 실험 과정 중 이러한 판별 과정에 대한 제약 조건의 존재가 확

인되었다. 그것은 바로 설계변경을 PFG 단위로 분해하여 예측기법을 적

용할 때, 예측기법의 특성 상 과거 데이터가 적으면 예측의 신뢰도가 확

보되지 않고, 의미 있는 상한, 하한 구간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장 가까운 과거 관찰 데이터로부터 예측하고자 하는 시기와의 거리

가 멀어질수록 의미 있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제약 조건

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상세 기술한 것이다.

Ÿ 과거 관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의 사례만 존재할 경우 예

측이 불가함

Ÿ 예측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 관찰된 과거 데이터의 간격이

멀수록 예측 성능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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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정 중 확인된 이러한 제약 조건은 첫 번째로 과거 누적된 설

계변경 발생 건이 최소 2건 이상이 되어야만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두 번째로 예측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 관찰된 과거 데이터의

간격이 좁을수록 예측의 성능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설계변경의 누적 발생이 2건 이상이고 예측 기간이 5개

월 이하인 58건에 대해서만 평가방법론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 대상에 대한 제약조건은 데이터 수집기간을 확대하여

각 PFG별 누적 설계변경 건수를 양적으로 추가 확보하면 해결될 수 있

으나,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 기업이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PLM 시스템을 변경하였기에 이전 데이터의 연속적인 확보는

불가능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상 조건에 대한 제약 조건은 시간이 누적

됨에 따라 과거 진행되었던 설계변경의 누적 개수가 증가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 4-5]는 상기에서 서술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PFG 기준

과거 발생 설계변경의 누적 건수가 2건 이상이며, 예측 기간이 5개월 이

하인 사전영향평가 대상 58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평가 구간 내 실제값

포함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이다.

ECO_NO+PFG 실제값 선택기법 예측 예측 하한 예측 상한 판별
개

수

EC212080_M709 125992 WMA -2072.8 -138110.3 133964.6 TRUE 10

EC206750_M607 105006 DES 4709.2 262.1 9156.3 FALSE 6

EC206860_M510 105006 DES 136640.5 -70299.5 343580.6 TRUE 19

EC208890_M705 76683 DES -19134.4 -118173.7 79904.9 TRUE 13

EC214030_M506 73329 DES 20477.0 -6859.5 47813.6 FALSE 3

EC209300_M311 73329 DES -17267.0 -44301.8 9767.8 FALSE 9

EC216310_M311 62007 DES 67865.3 52028.6 83702.0 TRUE 10

EC216570_M709 62226 WMA 29265.0 -178402.5 236932.6 TRUE 11

EC213770_M105 38634 DES 41034.3 19257.6 62811.1 TRUE 2

[표 4-5] 사전영향평가 및 판정결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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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_NO+PFG 실제값 선택기법 예측 예측 하한 예측 상한 판별
개

수

EC215070_M105 38634 DES 41034.3 19257.6 62811.1 TRUE 2

EC215160_M601 38634 DES 20625.0 20563.0 20687.0 FALSE 2

EC213590_M309 38634 DES -51487.8 -54589.1 -48386.5 FALSE 5

EC213770_M603 38634 DES 16079.7 -284787.5 316946.9 TRUE 5

EC210680_M101 48095 DES 36901.0 36825.0 36977.0 FALSE 2

EC217150_M107 50738 DES 20990.4 -9672.2 51653.1 TRUE 3

EC216850_M309 50738 DES 39662.1 26662.3 52661.9 TRUE 6

EC216300_M705 54627 DES 28993.1 -50428.7 108415.0 TRUE 14

EC208350_M510 51133 DES 77308.7 -191173.5 345790.9 TRUE 20

EC213330_M603 48794 DES 30660.0 15626.9 50188.0 TRUE 6

EC213330_M705 48794 DES 53622.1 41696.2 65548.0 TRUE 15

EC213310_M603 38316 DES 42846.3 37384.7 48308.0 TRUE 7

EC21469B_M510 38316 DES 54389.5 -89335.5 198114.4 TRUE 21

EC215530_M510 53312 DES 255289.8 1263.8 509315.9 TRUE 22

EC214490_M506 133307 DES 73166.6 70982.8 75350.5 FALSE 4

EC217540_M104 46782 DES 22771.4 -3954.0 49496.8 TRUE 3

EC219160_M510 33544 DES 39188.8 -72271.1 150648.8 TRUE 23

EC218060_M511 33765 DES 19691.8 5555.6 35470.6 TRUE 8

EC21785B_M105 27698 DES -57113.6 -62265.0 -51962.1 FALSE 3

EC21785B_M306 27698 DES 23138.6 -11266.8 57543.9 TRUE 3

EC21785B_M506 27698 DES 28989.6 20884.1 37095.1 TRUE 5

EC21785B_M604 27698 DES 38022.0 -50207.7 126251.7 TRUE 5

EC21785B_M301 27698 EMA 45971.1 20520.8 71421.3 TRUE 8

EC21785B_M603 27698 DES 15584.5 3149.2 28019.8 TRUE 8

EC218400_M603 27698 DES 15584.5 3149.2 28019.8 TRUE 8

EC21785B_M801 27698 DES 18516.0 8228.2 28803.8 TRUE 8

EC21785B_M511 27698 DES 28370.1 24500.1 32240.1 TRUE 9

EC21785B_M311 27698 DES 53080.2 22219.6 83940.7 TRUE 11

EC21785B_M510 27698 DES 33192.7 -85055.8 151441.2 TRUE 24

EC21539B_M701 57593 WMA 23369.9 -11685.0 58424.8 TRUE 2

EC21539B_M407 57593 DES -1061.3 -110020.9 107898.2 TRUE 3

EC21539B_M703 57593 DES 21250.5 -16397.6 58898.6 TRUE 3

EC21539B_M104 57593 DES 54600.8 49737.2 59464.4 TRUE 4

EC21539B_M306 57593 DES 33878.9 9581.0 58176.8 TRUE 4

EC21539B_M305 57593 DES 60480.3 -201632.0 322592.6 TRUE 5

EC21539B_M405 57593 DES 85232.3 84998.3 85465.4 FALSE 5

[표 4-5] 사전영향평가 및 판정결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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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_NO+PFG 실제값 선택기법 예측 예측 하한 예측 상한 판별
개

수

EC21539B_M713 57593 DES -148177.2 -163437.0 -132917.4 FALSE 5

EC21539B_M506 57593 DES 34775.6 11387.4 58163.7 TRUE 6

EC21539B_M815 57593 DES 8580.6 -25780.4 42941.5 FALSE 6

EC21539B_M309 57593 DES -14553.9 -28886.3 -221.5 FALSE 7

EC21539B_M301 57593 EMA 24548.3 -55732.5 104829.1 TRUE 9

EC21539B_M801 57593 DES 18249.1 -30369.8 66868.0 TRUE 9

EC21539B_M511 57593 DES 37044.0 15677.6 58410.4 TRUE 10

EC21539B_M709 57593 WMA -87458.8 -392766.2 217848.7 TRUE 12

EC21539B_M311 57593 DES -4321.0 -67012.1 58370.2 TRUE 12

EC21539B_M705 57593 DES -23971.9 -133048.7 85104.9 TRUE 16

EC21539B_M510 57593 DES 31972.4 -12950.4 76895.3 TRUE 25

EC205440_M101 68779 DES 64268.8 57434.4 71103.2 TRUE 3

EC206550_M101 68779 DES 64268.8 57434.4 71103.2 TRUE 3

[표 4-5] 사전영향평가 및 판정결과 (3/3)

[표 4-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증 구간으로 삼았던 2017년 4월

이후 발생된 설계변경 중 제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58개를 대상으로

평가구간을 산출하여 실제값과 비교해 본 결과, 46건이 예측구간 안에

실제값이 존재하였고, 12건이 예측구간을 벗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약 79.3% 정확도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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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관찰 데이터 누적 개수별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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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을 통해 과거 관찰 데이터의 누적 개수가 많을수록 예측 성

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측

구간을 벗어난 12건의 과거 설계변경 누적 발생 건수이다.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예측 기법의 특성상 미래를 해석하기 위한 과거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커야만 예측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으나, 예측구간 안에 실제

값이 존재하지 않았던 12건의 경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과거 누적 발생 건수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사례 기업

의 설계변경 데이터가 보다 더 누적되어 과거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면

보다 나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와 같이 사례 기업에 맞게 여러 가정 하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통

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과 현장에

적합한 PFG 구성과 유효구간 기준의 탐색과 더불어 보다 적합한 예측

기법을 적용한다면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해 다양한 제조 기업

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제조라인의 변경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 방

법론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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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조라인에 대한 변화의 크기를 정량적

으로 사전 평가하여 이러한 변화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끌 수 있도

록 가이드라인 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는 변화의 크기를 사전 예측하지 못하

고 제조 라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생산성 감소의 문제

를 사전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변화의 손실정도를 정량적인 비용

으로 산출할 수 있는 IMPACT FACTOR를 고안하였다.

IMPACT FACTOR를 고안하기 위해서 제조라인의 주요 결과물인 품

질, 납기, 비용 등을 주요 인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향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정의하고 반영하였는데, 품질은 완성

제품 기준의 최종 품질 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에 따라 대당제조원가의 손

실을 반영하였고, 납기 차이에 따른 지체상여금 혹은 사내 창고관리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손실되는 비용을 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적용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추가 작업 시간을 산출하

고 이에 표준 임률을 곱하여 안정된 제조라인에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설계변경이 제조라

인에서 유효했던 기간의 개별 산출 지수와 전체 관찰 기간 동안의 일별

지수 추세선을 비교하여 가장 불안정성이 높았던 구간을 설계변경의 유

효구간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구간 안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

당 값들을 산출하고 산술평균하여 해당 설계변경이 단위 완제품에 영향

을 끼친 손실 비용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기존 제조부서에서 수행되는 설계변경 사전 검토 과정은 도면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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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변경 등의 제한적인 검토와 엔지니어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

기 때문에 주요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

음을 이미 상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변경과 생산이력을 지속적

으로 갱신하여 IMPACT FACTOR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영향평가 방

법론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제안된 영향

평가 방법론은 총 5단계의 절차로 정의되어 있으며, 각각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성, 유효구간 산정, 과거 IMPACT FACTOR

산출, 신규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 평가이다. 특별히 마지막 세

단계는 IMFact라는 모델로 명명하여 다양한 제조환경의 적용될 수 있도

록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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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례 연구 유효성 검토 결과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연구 결과는 제안된 평가방법론

의 예측 정확도를 79.3% 수준으로 보여 주고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접하는 기상예보 정확도의 기대수준이 일반국민 집단은 10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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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전문가 집단은 8.2회18)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설계변경 발생 건수가 누

적됨에 따라 이러한 정확도는 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계변경 영향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제조라인을 대상으로 고려하

기 보다는 제품개발 측면에서 최종 제품과 구성 하위 자재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 자재의 변화가 일으키는 관계 변화의 크기와 범위를 분석

하는 목적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제품개발 측면의 효율성과 안

정성 모색도 중요하지만 최근 고객 요구 세분화와 제품 다각화의 추세

속에서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제품

군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의 생산성 혹은 강건성 확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라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량적

으로 신규 설계변경의 IMPACT FACTOR를 타당하게 사전 예측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결

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조 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8) 2016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기상청(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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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한계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향평가 방법론의 1단계에 해당하는 데이터 취

득 및 전처리 단계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제조 IoS들이 존재한다고 가

정하였고, 수집되는 기초적인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조 IoS에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만약 기업의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제조

IoS가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 수준이 다르다면 취득이 필요한 필수 정보

들이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취득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데이터 취득 절차 방법 표

준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부록 1.을 통해 취득 방법 명세서를 정의하였다.

각각의 설계변경들의 유효 기간 판별을 위해 불안정성을 띄는 구간에

대한 검토 과정은 전체 대상 설계변경들의 IMPACT FACTOR의 분포

와 전체 추세선의 비교를 통해 수행되어 획일적으로 동일한 구간이 적용

되었으나, 연산의 복잡도를 피할 수 있다면 개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설

계변경에 맞는 유효구간을 산출하여 보다 더 나은 예측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누적된 데이터가 없거나 누적된 데이터의 개수가 2개 이하일 경

우 예측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의미는 초기 구축된 제조 라인이거나 새로 출시되는 제품군에 대해서

는 제안된 영향평가 방법론의 적용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되기까

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예측 기법의 적합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인

하여 실무자들의 친숙도와 만족도가 높게 조사된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

법을 활용하였으나,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비모수적 예측 기법등

과 성능 비교 분석을 통한 적합 예측 기법의 선택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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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IMPACT FACTOR를 통해 품질, 납기, 비용적인 측면

을 고루 반영하여 지수화하고자 했다. 다만 이러한 영향평가 방법론과

실무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기업 정책에 따라 각 구성 요소에 차등적인

비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요소에 가중치 개념

을 부여하여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장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측 결과를 정량화된 수치의 예측 구간으로 제

시하였다. 이는 설계변경에 의한 제조라인의 영향을 정량적 관계를 표현

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결과에 대하여 군집 분석 등을 활용

한 표준화된 등급표를 제시하여 기준으로서의 가시성 및 활용성을 높이

는 작업이 추가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앞서 한계점으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설계변경 데이터의 누

적이 없거나 적은 PFG에 대해서는 예측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누적 개수에 따라 해당 사항에 적합한 별도

의 예측 기법을 혼용하여 활용하는 형태에 대한 확장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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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필수 취득 데이터 명세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MPACT FACTOR와 영향평가 방법론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되어야 하는 데이터 리스트 9가지에 대하여 3장에서 상

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취득을 위해 사례 기업의

제조 IoS(PLM, MES, ERP) 등을 활용하였으나, 제조 기업의 관리 수준

및 규모에 따라 이러한 IoS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수적으

로 취득되어야 되는 데이터 리스트 각각에 대하여 상세 취득 데이터 항

목, 취득 시기, 빈도, 작성 부서 등을 정의한 데이터 명세서를 추가한다.

상세 정의된 데이터 명세서를 통해 필수 데이터를 취득 후 CSV 형태로

전처리하여 제안된 데이터베이스의 각 테이블에 등록하면 제안된 관리

방법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IoS

필수 데이터
리스트

상세 데이터
항목

수집
시기 수집 빈도 작성처

PLM
　

설계 변경 이력
정보

설계변경 번호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항목 번호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설계변경 타입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대상 제품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모품번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모품명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구형 품번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구형 품명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구형품 수량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신형 품번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신형 품명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신형품 수량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변경 상세 설계변경
배포

최초 배포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표 부록-1] 필수 취득 데이터 명세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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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IoS

필수 데이터
리스트

상세 데이터
항목

수집
시기 수집 빈도 작성처

PLM
제품 BOM(Bill
of Material)
정보

BOM 수준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품명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항번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상태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수량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사양정보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유효 시작일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유효 종료일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관련 설계변경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설계 부서

구매형태
BOM
확정 확정시 1회 수집 구매 부서

MES

생산 이력 정보

생산오더 번호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오더 상태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제품명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제품호기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생산 시작일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생산 완료일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계획 수량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투입 수량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완료 수량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불량 수량 오더
확정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생산 오더 실적
정보

생산오더 번호 생산
완료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부서

오더 상태 생산
완료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부서

계획 수량 생산
완료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부서

투입 수량 생산
완료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부서

완료 수량 생산
완료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부서

불량 수량 생산
완료

완성품 생산 종료
후 반복 수집 생산 부서

[표 부록-1] 필수 취득 데이터 명세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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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IoS

필수 데이터
리스트

상세 데이터
항목

수집
시기 수집 빈도 작성처

MES

라인 이상 신고
이력 정보
　

비가동번호 비가동
발생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신고 부서

비가동유형
비가동
판정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보전 활동
부서

비가동원인 비가동
판정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보전 활동
부서

발생일시
비가동
발생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신고 부서

조치 시작일시 비가동
판정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보전 활동
부서

조치 종료일시
비가동
판정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보전 활동
부서

비가동 종료일시
비가동
판정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보전 활동
부서

비가동생산대수
비가동
판정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보전 활동
부서

관련 제품호기 비가동
발생 시

비가동 종료 후
건별 수집 신고 부서

Rework 및
재공 수리 이력
정보

발생 제조라인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발생공정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제품명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제품호기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생산오더 번호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정비장소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차수 수리
종료 후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불량/수리명 수리
종료 후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불량/수리내역 수리
종료 후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Rework 투입시간 수리
종료 후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작업시작 수리
시작 시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작업완료 수리
종료 후

수리 종료 후 건별
수집 정비 부서

ERP 설계 변경 적용
정보

설계변경 번호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유효 시작일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설계변경 사유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변경 상세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적용제품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표 부록-1] 필수 취득 데이터 명세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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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IoS

필수 데이터
리스트

상세 데이터
항목

수집
시기 수집 빈도 작성처

ERP
설계 변경 적용
정보

적용 제조라인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생성일
적용
확정 후 확정시 1회 수집

적용 관리
부서

ERP

생산 오더 계획
정보

계획 시작일 계획
확정 후

생산 D-2 일까지
매일 1회 수집

생산 관리
부서

계획 완료일
계획
확정 후

생산 D-2 일까지
매일 1회 수집

생산 관리
부서

계획 수량 계획
확정 후

생산 D-2 일까지
매일 1회 수집

생산 관리
부서

자재불출표
(Picking list)

불출 번호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발행 일자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불출 제조라인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불출 창고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불출 품번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불출 품명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대상 제품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불출 수량 일일
마감 후

일일 마감시 1회
수집

자재 관리
부서

[표 부록-1] 필수 취득 데이터 명세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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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Effect of Engineering Change

on Manufacturing Line

Sunga Kang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year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robustness of a product

line that can develop a product family in response to the demand at

the appropriate time and manufacture them reliably in order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ers in increasingly

intensified product diversification trends and segmented customer

requirements. To do this, companies have made effort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required level of the market and the expected effects

that a product has. These specific activities by companies are called

a engineering chan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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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development phase that creates representative

products of a company has been important to continue business in

the process life cycle, the responsiveness of product lines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product diversification environment.

Thus, from existing studies on the impact of engineering change that

aim to analyze efficiency and stability from product development

viewpoints, it is now necessary to start a study from a new

perspective that can analyze the effect of such change on product

lines in adv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of

impact assessment that has an index which quantifies a size of

change occurred due to engineering change in product lines in terms

of quality, delivery date, and cost, and manages the index constantly.

The quantified index through the framework is managed constantly

as the process of acquisition, structure, evaluation, prediction, and

update is repeated.

Furthermor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logical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ed impact assessment framework.

The case studies verified that the proposed impact assessment

framework was able to accurately predict a new engineering change

that will be applied in the near future. Ultimately, the application of

this impact assessment framework is expected to increase responsive

ability to changes in product lines.

keywords : Product diversification, Engineering change, Bill of

Material, Impact factor, Impact assessment

Student Number : 2016 - 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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