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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변하는 시장 상황 아래서 제품의 출시 시점은 제품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은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제품을 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과정 중 발생하는 설계 

반복과 그로 인한 재작업은 전체 설계 기간을 연장하는 원인이 된다. 

설계 반복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특정한 설계 변수의 값을 고정하는, 설계 

규칙이라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 규칙을 정함에 있어 설계 변수 값을 

단독으로 고정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주변 설계 변수의 값을 함께 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아 함께 설계해야하는 설계 

변수들임에도 설계 규칙으로 인해 따로 설계를 실시할 경우, 원치 않는 설계 규칙의 

수정 또는 제품 품질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 규칙의 논의를 확장하여 일정 범위의 설계 변수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설계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선제적 설계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제안한다. 설계 변수 간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 규칙의 대상 범위를 

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설계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제적 설계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진행하던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어 

진행되는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설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석한다. 설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계 변수 간 연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선제적 설계의 대안을 

생성한다. 나아가 생성된 대안 각각을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계 프로세스 내 발생하는 재작업량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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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일반적으로 복잡한 제품 개발 과정 내에서 설계 반복(design iteration)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Wynn and Eckert, 2017). 설계 작업(design task)을 순차적으로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설계 작업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전달 받아 이미 수행했던 설계 작업에 대해 재작업(rework)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계 프로세스 내의 현상을 설계 반복이라 한다(Smith and Eppinger, 1997b). 

설계 반복은 설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Wynn and Eckert, 2017), 추상적인 수준의 설계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Denker et al., 2001; Costa and Sobek, 2003)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재작업으로 인한 제품 개발 기간 상의 낭비가 크다는 점(Ballard, 

2000),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기술 환경 아래서 제품 출시 

시점은 제품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Cohen et al., 1996; 

Bayus, 1997; Chen et al., 2005)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의미를 보다 크게 가지며 

제품 개발 과정 내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설계 프로세스 내 설계 반복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Smith and Eppinger(1997a)에 따르면 반복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가속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 반복을 더욱 빠르게 수행하는 것과 

설계 반복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학문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설계 반복의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본 연구는 

설계 반복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하나로써 Baldwin and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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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 제안한 설계 규칙(design rule)에 주목한다. 

설계 규칙이란 특정한 설계 변수(design parameter)에 대해 그 값을 고정하는 

내용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다. 이 때 설계 변수란 제품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해야 하는 수치적인 값으로 정의한다(Suh, 1998). 변수에 대해 특정한 

값을 고정함으로써 대상이 된 설계 변수에 대해 더 이상 재작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나머지 설계 변수들은 그 고정된 값에 종속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설계 규칙의 설정으로 인해 설계 프로세스 내의 설계 

반복은 그 패턴이 단순해진다. 

하지만 잘못된 설계 규칙의 설정은 설계 규칙의 수정 또는 제품 품질의 

저하라는 설계 실패(design failure)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 규칙은 특정 설계 

변수의 값을 고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설계 변수가 그 변수의 값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위적인 제약을 만든다. 이 때 나머지 설계 변수의 값을 

찾을 수 있는지, 설정한 설계 규칙대로 설계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설계 규칙으로 정해둔 대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설계 

변수 간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설계의 결과물로 나온 제품의 성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설계 규칙을 제안한 Baldwin and Clark(2000)에 따르면 이러한 설계 실패는 

제품의 기저에 깔려 있는 설계 변수 간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설계 규칙의 대상이 되는 설계 변수의 값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주는 

다른 설계 변수가 존재함에도 그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 규칙을 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된다. 따라서 설계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설계 변수 간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는지 그 연관 관계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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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 즉 설계 규칙의 대상이 될 변수에 

대해 그 값을 정하고자 할 때 그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들과 함께 

그 값을 정해야 하며, 그 때 어느 설계 변수까지 설계 규칙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설계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 실현 가능한 

설계 규칙을 정립하는 방법으로써 선제적 설계(preemptive design)의 개념과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설계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이 될 

설계 변수의 선정 범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범위 선정에 있어 설계 변수 

간 연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써 설계 반복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다루었던 논문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선제적 설계의 개념과 선제적 설계가 

설계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선제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되는 설계 변수의 묶음의 대안을 생성하고 

생성된 대안들을 재작업량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토의와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한 정리로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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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Ulrich and Eppinger(1998)에 따르면 제품의 설계 변수 또는 설계 작업 간의 

관계는 정보 전달 관계에 따라 순차적(sequential), 병렬적(parallel), 상호종속적 

(coupled)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관심이 되는 대상은 상호종속적 관계로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작업과 서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상호종속적 관계를 가지는 설계 작업끼리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 

하면서 동시에 또는 반복적으로 설계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설계 

변수 간의 상호종속적 연관 관계가 설계 프로세스 내 설계 반복을 발생시켜 

설계 프로세스 내의 정보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설계 반복으로 인해 제품 설계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와는 다른 관리 방안을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으로써 PERT(Project 

Evaluation Review Technique) 또는 CPM(Critical Path Method)이 사용되지만, 제품 

설계 프로세스 중 반복되는 설계 작업을 묘사하기는 어렵다(Black et al., 1990; 

Tang et al., 2000). 따라서 설계 반복이 반영된 설계 프로세스를 나타내기 위한 

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계 반복의 관리를 위해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참고가 필요하다. 

본 장은 설계 반복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제안한 연구들에 

대해 서술한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반복을 줄이기 위해 설계 작업 간 상호 

종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설계 프로세스 내 설계 작업을 나누어서 진행 

하는 것을 제안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의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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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설계 규칙에 주목하여 그 내용과 한계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Steward(1981)는 설계 반복을 고려한 설계 프로세스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설계 체계 매트릭스(Design Structure Matrix; DSM)를 제안하였다. 설계 

프로세스를 설계 변수를 정하는 과정으로 보아, 전기 자동차의 설계 과정을 

예시로 든 그림 2.1과 같이 설계 작업 간 선후 관계를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매트릭스의 ‘X’표시는 변수 간의 연관 관계 및 변수 결정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번 변수인 ‘크기와 기체 역학’은 1번 변수인 ‘승객 

수용 능력 사양’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1번 변수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이다. 

Steward는 특히 DSM의 상삼각행렬에 위치한 ‘X’표시에 주목해 상호종속적 

관계를 갖는 설계 작업들을 파악하여 설계 프로세스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DSM에서 ‘X’표시들이 하삼각행렬로 정렬된 경우 정렬된 순서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면 되는 이상적인 설계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의 순서를  

 

그림 2.1: 전기 자동차에 대한 DSM 예시(Steward,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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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도 상삼각행렬에 ‘X’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진행하는 설계 

작업이 이전에 진행된 설계 작업에 피드백(feedback)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피드백의 정보가 앞서 진행된 설계 작업이 기존 가정했던 정보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재작업이 발생하며 이전에 진행되었던 설계 프로세스가 

재차 반복된다. 그림 2.2 왼쪽 하단 매트릭스의 2, 3, …, 12번 설계 작업들과 같이 

어떻게 순서를 바꾸어도 상삼각행렬에 ‘X’가 존재하게 되는 설계 작업의 묶음이 

상호종속적 설계 작업이며 이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설계 프로세스 내 상호종속적인 설계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파티셔닝 

(partitioning) 과 테어링(tearing)의 도입을 통해 설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파티셔닝은 서로 관련 있는 설계 작업들을 그룹화하여 상호종속적인 

설계 작업의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자 설계 반복의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DSM에서 하위 매트릭스로의 클러스터링으로 표현된다. 테어링은 설계 작업의 

결과물을 추정하거나 작업 간의 연관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설계 반복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을 말하며, 매트릭스 내 ‘X’표시의 제거로 표현된다. 

     

그림 2.2: DSM에 대한 파티셔닝과 테어링 예시(Steward, 1981) 



 

 7 

이 때 테어링을 할 설계 작업을 정하기 위해 설계 작업 간 정보 추측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설계 작업 간의 결과물을 추정하기 어려운 대상을 

‘1’, 쉬운 대상을 ‘9’로 난이도를 단계별로 수치화하여 그 결과물을 추측하기 

쉬운 설계 작업을 대상으로 테어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어떤 

난이도를 기준으로 테어링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기준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테어링을 

수행하게 될 설계 작업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림 2.2의 오른쪽 하단 

예시처럼 다른 설계 작업에 대한 테어링의 적용에 대해 DSM 클러스터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테어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Gebala and Eppinger(1991)는 DSM을 기반으로 한 파티셔닝과 테어링을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파티셔닝을 위해 DSM 내의 

순환을 찾고자 하였으며, 순환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DSM 내의 ‘X’표시를 

따라가는 방법과 DSM 내의 ‘X’를 ‘1’로 대체한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테어링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수의 

설계 작업에게 영향을 받는 설계 작업, 즉 매트릭스 상에서 행에 위치한 ‘X’가 

가장 적은 설계 작업을 선정하여 파티셔닝된 매트릭스 내부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하는 휴리스틱을 고안하였다. 

Yassine et al.(1999)은 테어링을 하는 기준으로 설계 작업의 민감도와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설계 작업의 민감도는 선행하는 설계 작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때 해당 설계 작업의 결과물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설계 작업의 변동성은 후행 설계 작업의 입장에서 선행하는 설계 작업 결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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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두 가지 수치를 작업과 작업 사이 

연관 관계에 부여하여 숫자로 표현한 DSM을 제안하였으며, 두 가지 수치를 

기반으로 테어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은 설계 작업 

사이의 민감도가 낮아 선행하는 설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변동성이 

낮아 선행하는 설계 작업의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연관 관계를 찾는 것이다. 

피드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향의 접근으로 León et al.(2013)은 

상호종속적인 작업 안에서 우선적으로 순환을 해결해야 할 설계 작업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각 피드백에 대하여 주대각선(diagonal)을 기준으로 대칭된 

‘X’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칭된 ‘X’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거할 수 

없는 피드백, 없는 경우를 가짜 피드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Thomke and 

Fujimoto(2000)가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발견하여 해결하는 전략으로 제안한 프론트로딩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즉 제거할 수 없는 피드백을 상호종속적인 설계 작업 묶음의 앞에 위치시켜 

설계 프로세스 내의 순환을 이른 시점에 종료시키고자 하였다.  

언급한 연구들은 설계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후 진행되는 

피드백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피드백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설계 

반복이 일어나는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의사결정 방안은 

설계 작업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조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제품의 구조와 그로 인한 설계 프로세스 내 

의사소통 상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의 설계 반복을 

축소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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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반복의 축소를 위해 설계 작업들을 나누어 진행하는 설계 프로세스의 

분해(decomposition)를 제안한 연구들도 있다. 설계 프로세스의 분해는 설계 

프로세스 내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를 하위 문제로 나누어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작업이 동시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Eppinger, 1991; Chen and Lin, 2002; Yassine and Braha, 2003). Kusiak and 

Wang(1993)은 설계 작업 묶음 간 겹치는 변수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 

프로세스를 분해하였다. 설계 작업을 설계 작업 내 포함된 변수를 정하는 

과정으로 보아 작업과 변수 간의 연관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파악하였다. 

겹치는 변수가 최소가 되도록 구성된 작업의 묶음은 독립적으로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체 설계 프로세스의 동시성(concurrency)을 

제고하였다. David(2013)은 상호종속적인 설계 작업을 두 개의 묶음으로 

분해하여 설계 프로세스의 작업량을 평균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DSM에 대해 

스펙트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묶음 내의 연관 관계는 최대로, 묶음 간의 연관 

관계는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설계 작업을 묶었으며, 분해된 프로세스에 대한 

작업량 변화를 살폈다.  

한편, Eppinger et al.(1994)는 서로 관련 있는 작업들의 연관 관계 혹은 부품 

간 인터페이스에 관한 작업을 별도로 추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설계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중 전기기계 장치의 일부에 대한 설계를 보면, 상호종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설계 작업들 중 와이어의 상세 설계를 첫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든 이후로 

미루었다. 와이어 설계에 있어 와이어 수정이라는 추가적인 작업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기존 설계 반복으로 인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좁아진 설계 반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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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작업의 추가를 통한 설계 반복 범위 축소(Eppinger et al., 1994) 

내에서 몇 주 간의 기간으로 줄어들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험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로 다른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지 이끌어내기 어렵다. 

Baldwin and Clark(2000)는 특정한 설계 변수에 대해 그 값을 고정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인 설계 규칙을 제안하였다. 설계 규칙은 설계 프로세스 관리 

대상으로 부품 간 설계 반복(inter-component design iteration)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로 1) 설계 팀의 구성이 제품의 구조를 반영하여 구성된다는 점, 2) 부품 

사이의 연관 관계가 설계 팀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이어진다는 점, 3) 설계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보다 서로 다른 설계 팀 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품 간의 연관 관계로 인한 설계 반복이 전체 설계 프로세스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설계 규칙의 목적은 부품 간 관계를 본격적인 설계 이전에 정해주어 

부품을 담당하는 각 팀이 자신들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설계 규칙의 도입 과정을 설계 모듈화(design modularization)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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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휴대용 컴퓨터에 대한 설계 규칙 적용 예시(Baldwin and Clar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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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win and Clark(2000)의 설계 규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앞서 설계 

반복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을 되짚어 볼 때, 설계 

프로세스 내 의사소통의 양상과 의사결정의 실현 가능성 양측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 

제안된 설계 규칙은 제품 구조가 반영된 설계 팀 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기존 설계 작업 간 연관 관계만을 토대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했던 테어링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더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나누어 진행하는 목적을 설계의 모듈화라는 개념으로 분명히 하여 

프로세스 분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품 개발 과정 내 설계 작업의 숫자와 

그로 인한 정보의 흐름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Braha, 2016), 

설계 규칙의 제안은 설계 반복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설계 규칙은 그 의사결정을 도입함에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한계점을 가진다. 언급한 설계 규칙의 방향성은 그 

의미가 있으나, 설계 규칙의 구현을 위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부품 사이의 

연관 관계를 모두 사전에 제거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설계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설계 규칙을 

정했을 때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따라서 설계 규칙이 실제로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되기 위해 테어링과 

프로세스의 분해와 관련한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설계 작업 간 연관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설계 규칙의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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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세스의 모듈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설계라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선제적 설계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며 그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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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제적 설계 

 

 

3.1 개요 

제품의 설계 프로세스는 부품의 설계 변수를 정하는 일련의 설계 작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설계 변수와 설계 작업 사이의 관계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Kusiak and Park, 1990; Suh, 1998; Clarkson and Hamilton, 2000), 본 

연구에서는 설계 변수(design parameters)와 설계 작업(design tasks)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설계 프로세스를 가정한다. 즉, 설계 작업 하나가 설계 변수 하나를 

담당하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변수 사이의 연관 관계가 곧 설계 작업 

간의 연관 관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제적 설계는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특정한 설계 변수들의 설계 작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설계 변수들의 값을 고정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다. 설계 변수들 중에서 다른 부품과 연관이 있는 설계 변수를 후보 설계 

변수로 정하고, 이와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지는 설계 변수들을 탐색하면서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선제적으로 설계를 마쳐야 할 설계 변수들을 선정한다. 

후보 설계 변수마다 함께 설계를 수행해야하는 설계 변수의 묶음이 대안으로 

생성되며, 그들 중 실제로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될 대안을 고르는 것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설계 변수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여 선제적 설계 

도입 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3.1과 같이 선제적 설계에 따라 설계 반복이 단순하게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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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선제적 설계 범위 선정 및 그에 따른 효과 

있다. 특정한 설계 변수의 값을 고정함으로써 나머지 설계 변수들은 그 값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설계 작업을 이행하게 되어 설계 프로세스가 보다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림 3.1의 왼쪽 그림은 𝐷𝑃1 에 대해 선제적 설계를 수행하기로 했을 때의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𝐷𝑃1 에 대해 먼저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 그 값을 

고정한다는 것은 연관 관계를 가지는 나머지 설계 변수로부터의 재작업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기존에 있던 작업의 흐름이 단절됨을 의미한다. 𝐷𝑃1 의 

값이 고정된 이후 𝐷𝑃2부터 𝐷𝑃5는 본래 설계 변수의 연관 관계에 따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작업의 흐름이 단절됨으로 인해 

설계 프로세스 중 수행되어야 할 설계 반복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단순해진다. 

그러나 단절되는 작업의 흐름 중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의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설계 실패를 낳는 의사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𝐷𝑃1 과 𝐷𝑃2  사이의 

정보 교환이 𝐷𝑃1 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때, 

𝐷𝑃1 과 𝐷𝑃2  사이 작업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이와 같은 선제적 설계의 수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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𝐷𝑃1 에 대한 적절한 값을 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잘못된 설계 

규칙의 수립이 된다. 잘못된 설계 규칙의 수립은 이후 남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미리 정했던 설계 규칙의 내용의 변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거나 설계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3.1의 오른쪽 그림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선제적 설계의 대상을 

𝐷𝑃2 까지 포함했을 때의 작업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𝐷𝑃1 을 선제적으로 

설계할 때 𝐷𝑃2 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𝐷𝑃1 설계에 필요한 𝐷𝑃2 의 설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새로이 끊어지는 𝐷𝑃2 과 𝐷𝑃3  사이 작업의 흐름이 

단절되어도 괜찮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𝐷𝑃2 를 𝐷𝑃1 과 함께 

선제적 설계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덜 중요한 작업의 흐름을 끊어내되 중요한 

작업의 흐름이 유지된다. 이렇듯 적절한 범위의 설계 변수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한 설계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선제적 설계는 설계 변수 간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함께 그 내용을 정해야 

할 설계 변수들을 선정하여 실현 가능한 설계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설계 규칙은 설계 반복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인 설계 실패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선제적 설계의 도입은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될 것이다. 

 

 

3.2 설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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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수 간 복잡한 연관 관계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변수 단위의 

DSM(parameter-based DSM)과 유향 그래프(directed graph)를 이용한다. 변수 

단위의 DSM은 정방형의 매트릭스로써 설계 변수, 혹은 설계 변수를 정하는 

낮은 단위의 설계 작업(low-level design task)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낸다(Black et 

al., 1990; Browning, 2001; Pektaş and Pultar, 2006). 설계 변수를 정하는 설계 작업이 

DSM의 행과 열을 구성하며, 매트릭스 안의 ‘X’표시는 열에 위치한 설계 작업이 

행에 위치한 설계 작업에게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이 때 영향의 의미는 열에 

위치한 설계 작업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행에 위치한 설계 작업이 그 내용을 

수정해야하는, 즉 재작업을 수행해야하는 관계를 가짐을 말한다. 또 다른 한 

가지 표현 방법인 유향 그래프의 경우 각 노드는 설계 변수, 간선은 설계 변수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낸다. 이 때 연관 관계의 의미는 앞선 DSM 표기에서 

‘X’의 의미와 동일하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설계 변수 사이의 연관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설계 네트워크(design 

network)라 부르기로 한다. 그림 3.2는 상기한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나타낸, 

1번부터 15번까지의 설계 변수를 정하기 위한 설계 작업과 그 사이의 연관 

관계를 표현한 설계 네트워크의 예시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그래프 형태의 

표기를 주로 이용하여 선제적 설계가 설계 네트워크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할 것이다.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구조 아래서 설계 변수를 부품 단위로 

묶어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내에서 조직의 구조는 대개 제품의 구조를 반영하여 

구성됨을 고려할 때(Browning, 2001), 이와 같은 구분은 각 설계 팀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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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매트릭스와 그래프로 나타낸 설계 네트워크 예시 

설계 변수를 담당하여 설계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설계 

네트워크 상으로는 DSM 상에서 굵은 색으로 표현한 구획과 그래프 상에서의 

음영으로 표현된다. 이는 설계 변수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부품 내와 부품 사이의 

연관 관계로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후 설계적 설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구획 내의 3번 – 5번 설계 변수 간의 관계는 

부품 내 연관 관계, 구획 사이를 연결 짓는 3번 – 6번 설계 변수 간의 관계는 

부품 사이의 연관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3.3 선제적 설계의 효과 

3.3.1 설계 프로세스 변화 

선제적 설계의 도입으로 인해 설계 프로세스는 선제 설계 단계(preemptive 

design phase), 후속 설계 단계(subsequent design phase)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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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설계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설계 적용 

진행된다.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의 진행을 앞서 표현한 설계 네트워크에 

반영하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은 설계 변수 3번과 5번의 묶음을 선제적 설계의 대상으로 하여 

설계 네트워크에 반영한 예시이다. 첫번째 단계인 선제 설계 단계에서는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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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대상으로 삼은 설계 변수들에 대해서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된 설계 변수들은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그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 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선제적 설계는 이후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제약으로 작용할 설계 변수의 값을 고정하는 의사결정이기에 

선제적 설계 이전에 연관된 설계 작업들로부터 필요한 입력 정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계 변수 3번과 5번의 값을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선제적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협의에 필요한 설계 팀 혹은 설계 변수의 선정은 정량화하여 분석하기 어려우며, 

설계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선제적 설계의 대상 범위에 있는 설계 변수들의 의사결정이 수렴되어 

고정되고 나면 두번째 단계인 후속 설계 단계가 이어지며 선제 설계 단계에서 

정한 설계 변수 외 나머지 설계 변수들에 대해서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후속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작업은 선제 설계 단계에서 결정한 설계 변수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후속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작업은 선제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앞서 정해진 설계 변수의 

값을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여 그 결정을 구속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의 

흐름을 반영한 그림 3.3의 후속 설계 단계에서의 네트워크를 살펴볼 때, 선제적 

설계를 마침으로 인해 설계 변수 3번과 5번으로 향하는 간선은 사라졌으나 

이들로부터 나오는 간선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특정한 설계 변수의 값을 고정함으로 인해 후속 설계 단계에 대한 제약이 

생겨 설계 결과물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설계 상에 제약을 

안게 된 설계 프로세스의 결과물과 간섭을 하지 않은 설계 프로세스의 결과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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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chätz et al., 2010; Biskjaer et al., 2014).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차이가 발생한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 우열을 

가릴 수 있는지 답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설계 상의 제약으로 인해 설계자의 

자유의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Amabile, 1982) 설계 결과물의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는(Thomke, 1997)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나, 설계 

상에서의 제약은 창의적인 설계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 

(Johnson-Laird, 1988; Onarheim, 2012) 또한 존재하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3.3.2 설계 클러스터 단위로 본 효과 

설계 프로세스는 상호종속적인 설계 작업 묶음 안에서 설계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흐름을 가진다. 그러한 묶음 안에서 설계 작업 순서를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Meier et al., 2006; León et al, 

2012; Attari-Shendi et al., 2019), 설계 작업의 선후 관계가 분명한 경우, 설계 작업 

묶음 간 선후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순서가 정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내의 강연결 요소(strongly connected component; SCC)로 

정의된 설계 클러스터(design cluster)를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단위로 보아 

설계 프로세스의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설계 프로세스 내 설계 반복의 변화는 그래프 내 존재하는 강연결 요소의 

양상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강연결 요소란 강하게 연결 되어 있는 최대 부분 

그래프(maximal strongly connected subgraph)를 의미한다. 이 때 ‘강한 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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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유향 그래프 내의 임의의 두 노드 사이에 경로가 존재함을 말한다. 두 

개의 노드 사이 양방향으로 가는 경로를 찾을 수 있기에 강연결 요소 내 두 

노드 사이에는 항상 순환이 존재한다. 주어진 그래프 상에서 강연결 요소의 

 

 

  

 

 

그림 3.4: 선제적 설계로 인한 설계 네트워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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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유일하며 그래프 내의 강연결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은 Tarjan(1972)과 

Sharir(1981)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강연결 요소는 최대 특성(maximal 

property)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강연결 요소 사이에는 순환이 존재하지 

않으며, 강연결 요소는 설계 반복이 일어나는 경계의 의미를 가진다(Steward, 

1981). 

강연결 요소를 설계가 진행되는 묶음인 설계 클러스터로 해석하였을 때, 

선제 설계 단계와 후속 설계 단계의 두 단계로 진행토록 하는 선제적 설계의 

도입으로 인해 설계 클러스터가 분할된다. 그림 3.4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된 

설계 네트워크가 두 개의 연결된 부분 그래프로 나누어지며 원래의 그래프 내의 

설계 클러스터가 분할된다. 설계 클러스터의 분할 결과 기존에 존재하던 2-3-6-

11-12-13-4-2와 같은 긴 길이의 순환이 사라진 것을, 그래프 내에서 설계 반복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넓은 영역에서 설계 

반복이 발생하고 있던 𝐷𝐶2 가 선제 설계 단계에서의 𝐷𝐶20 , 후속 설계 

단계에서의 𝐷𝐶21, 𝐷𝐶22, 𝐷𝐶23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설계 클러스터의 분할은 설계 변수들에 대한 재작업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분할 이전의 𝐷𝐶2에서는 설계 변수 6번으로부터 출발한 설계 정보가 여러 설계 

변수를 거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다시 돌아와 설계 변수 6번에 재작업을 

야기하는 넓은 범위에 걸친 설계 반복이 나타났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분할로 

인해 설계 변수 6번은 𝐷𝐶21 내에서 설계 변수 7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재작업만을 고려하게 되며 반복된 재작업 끝에 얻어진 결과물을 설계 변수 

11번의 입력 변수로서 넘겨주게 된다. 넓은 범위의 설계 변수 영역에 대해 

진행되던 설계 반복이 선제적 설계의 도입으로 인해 작은 크기의 클러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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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전보다 순차적으로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설계 네트워크를 설계 클러스터 단위로 보았을 때 설계 프로세스는 

단방향의 흐름을 가진다. 이는 강연결 요소의 응축(condensation)을 통해 

표현되는 개념으로, 그래프 내 존재하는 강연결 요소를 하나의 노드로 

응축시키면 원래의 유향 그래프가 유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로 변환됨을 이용한다. 유향 비순환 그래프 내에선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설계 클러스터 사이에 설계 반복이 일어나지 않음을 

반영한다. 그림 3.4를 응축하여 나타낸 그림 3.5에서도 역행하는 흐름 없이 

단방향의 정보 흐름만 존재할 뿐, 클러스터 사이 순환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된 설계 클러스터의 흐름대로 설계 변수의 값을 정하는 것은 설계 

프로세스 내 재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설계 작업의 순서를 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만약 그 흐름을 따르지 않은 설계 프로세스를 수행할 시 설계 클러스터 사이의 

정보의 전달로 인한 재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설계 반복 및 

재작업량 측면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 중 DSM 

내에서 설계 작업의 순서를 상호종속적인 작업을 기준으로 묶어 정하는 것과 

같다(Steward, 1981; Yassine and Braha, 2003). 

설계 클러스터의 분할로 설계 반복이 줄어들었다는 해석 외에도 설계 

프로세스가 이전보다 모듈화 되었음을, 각 설계 팀이 이전보다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𝐷𝐶2  내의 설계 변수 3번과 5번에 

대한 선제적인 결정으로 인해 후속 설계 단계에서 𝐷𝐶1을 담당하는 설계 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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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유향 비순환 그래프로 응축된 설계 네트워크 

𝐷𝐶21 을 담당하는 설계 팀이 자신들의 일을 각자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설계 팀 사이 상호작용을 야기하는 설계 변수에 대해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설계 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선제적 설계로 인하여 설계 프로세스의 진행 및 설계 작업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고려할 때, 설계 작업의 순서가 제품의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Badhrinath and Jagannatha Rao, 1996; Krishnan et al., 

1997; Lewis and Mistree, 1998). 이들 연구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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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특성 값을 목적 함수로 설정하여 설계 변수가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정해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최적화 또는 게임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품질을 설계 변수의 수치적인 값으로부터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 때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기에 제품의 품질을 정의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설계 상황을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선제적 

설계가 설계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며 

본 연구는 이후 선제적 설계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설계 프로세스 내 재작업량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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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행 및 평가 

 

 

4.1 선제적 설계 프로세스 

본 항목에서는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될 설계 변수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설계의 고려 대상이 될 설계 변수의 대안을 

생성하며 나아가 각 대안을 선제적 설계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설계 프로세스 

내의 재작업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변화를 평가하는 것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선제적 설계의 목표는 설계 반복의 관리, 그 중 부품 간 일어나는 설계 

반복을 관리하는 것에 있다. 부품 간 설계 반복은 부품 간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설계 변수를 정하는 과정 안에서 정보의 흐름이 순환하는 형태를 가질 때 

발생하게 된다. 여러 부품에 걸쳐진 설계 변수들의 거듭된 조정은 설계자가 

자신의 의사 결정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신이 

수행해야할 재작업의 내용 또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간 인터페이스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부품 간 

연관 관계를 제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제안된 바 있다(Eppinger, 1991; Baldwin 

and Clark, 2000). 

본 연구 또한 선제적 설계의 대상으로써 부품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품 

간 설계 반복을 야기할 수 있는 설계 변수에 주목한다. 부품 간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설계 변수의 값을 고정함으로써 나머지 설계 변수는 그에 종속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부품 사이 발생하는 설계 변수의 조정 과정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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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선제적 설계 프로세스 흐름도 

해진다. 선제적 설계는 여러 부품에 걸쳐 발생하던 설계 반복을 각각의 부품 

내로 한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Baldwin and Clark(2000)이 제안한 설계 

모듈화의 목적과 일치한다.  

선제적 설계의 수행을 위해 다른 부품과 연관되어 있는 설계 변수와 함께 

설계를 수행해야 할 설계 변수를 찾아 선제적 설계를 위한 대안들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다른 부품과 연관된 설계 변수에 대해 단독으로 값을 고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 설계 변수의 값을 정하는 데 있어 함께 

설계를 진행해야하는 다른 설계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설계 변수는 

선제적 설계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설계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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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다른 부품과 연관되어 있는 설계 변수 

각각으로부터 파생되는 설계 변수의 묶음을 선제적 설계의 대안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설계의 대안으로 생성된 설계 변수의 묶음 중 어느 것을 

선제적 설계의 이행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평가한다. 그 평가 기준은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선제적 설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설계 프로세스내의 설계 반복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설계 변수들인지 등 

다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 과정 끝에 정해진 설계 변수의 묶음은 다른 

설계 변수들보다 앞서 설계 작업이 수행되는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 변수 선정 알고리즘은 부품 간 상호작용을 

야기하는 설계 변수부터 시작하여 이와 연관 관계를 가지는 주변 설계 변수를 

탐색해 나간다. 특히 함께 설계를 진행해야 할 설계 변수의 기준을 설계 작업 

간 재작업 임팩트(rework impact)로 삼아 그 중요도를 판단하여 선정 여부를 

정한다. 이러한 판단 과정을 반복하여 더 이상 선정된 설계 변수들에 대해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지지 않는 범위까지 그 선정 범위를 확장한다. 그 결과 

부품을 연결 짓는 설계 변수 각각으로부터 파생되는 설계 변수의 묶음이 

정해지며, 이들은 부품 간 설계 반복을 줄임과 동시에 설계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 선제적 설계의 대안이 된다. 

또한 선제적 설계의 대안으로 생성된 설계 변수의 묶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생성된 설계 변수 묶음 각각을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했을 때의 재작업량으로 

삼는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설계 네트워크 내의 설계 클러스터 분할이 

재작업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정량적인 분석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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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설계의 목적이 설계 프로세스 내 설계 반복을 관리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설계 반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작업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4.2 대안 생성 

4.2.1 후보 설계 변수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구조 나아가 그를 구현하고자 하는 

설계 변수의 구조 내에서 선제적 설계의 후보 설계 변수는 각 부품마다 다른 

부품과 연관이 있는 설계 변수이다. 이 때 정보를 주는 설계 변수와 받는 설계 

변수 사이에 차이는 두지 않으며 이들 설계 변수가 부품 사이 정보의 흐름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주목 하기로 한다. 이는 부품 별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설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음영 사이를 연결 짓는 설계 변수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그림 4.2: 선제적 설계를 위한 후보 설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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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는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총 8개의 설계 변수가 선정되어 

표시되었다. 구한 𝑆 = {3,4, 6,9,10,11,13,14} 는 선제적 설계를 위한 후보 설계 

변수의 집합 이며 이후 진행될 대안 생성 알고리즘의 입력 변수가 된다. 

 

4.2.2 대안 생성 알고리즘 

집합 𝑆의 각 원소를 시작으로 하여, 선정된 설계 변수에 대해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지는 주변 노드를 탐색하여 그러한 주변 노드를 선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선제적 설계를 이행할 수 있는 설계 변수의 묶음을 구한다. 이 때 연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작업 임팩트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재작업 임팩트란 어떤 설계 작업의 결과물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결과물이 

다른 설계 작업에게 얼만큼의 재작업을 야기하는지 비율로써 나타낸 지표로,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어진다(Carrascosa et al., 1998; Maier et al., 2014). 

재작업 임팩트의 크기가 클수록 한 설계 작업이 다른 설계 작업에 대해 

재작업을 크게 야기한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3의 그래프는 설계 변수 9번을 향한 재작업 임팩트 값을 

간선에 반영하였다. 설계 변수 8번으로부터 설계 변수 9번으로의 간선의 비중이 

0.7이라는 것의 의미는 설계 변수 8번을 정하는 작업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설계 변수 9번을 정하는 작업이 이전에 수행했던 작업량에 대하여 0.7의 

비율만큼 재작업을 해야함을 뜻한다. 이는 설계 변수 8번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된 설계 변수 9번이 그에 대응하는 재작업을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지 나타낸 수치이다.  따라서 재작업 임팩트는 설계 변수 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값은 설계자들의 경험과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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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재작업 임팩트 값을 반영한 그래프와 DSM 

쌓여온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X’대신 재작업 임팩트 값을 매트릭스의 원소로 갖는, 숫자로 나타낸 

DSM은 그림 4.3의 오른쪽 매트릭스와 같다. 더하여 DSM의 대각 원소는 각 

설계 변수를 설계할 때 소요되는 시간 단위로 표현된 초기 작업량으로, 이후 

설계 변수를 정하는 설계 작업에 대해 발생하는 재작업량의 크기를 도출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설계 변수에 대해 영향을 주는 다른 설계 

변수 중 재작업 임팩트를 기준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다른 설계 변수를 찾는 

것을 수행한다. 그래프의 표기 아래선 노드로 들어오는 방향의 간선(incoming 

edge)의 가중치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때 중요한 영향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작업 임팩트에 대해 특정한 임계값을 도입하여 그 임계값을 넘는 재작업 

임팩트를 주는 주변 설계 변수를 선제적 설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그림 4.3의 예시에서 재작업 임팩트의 임계값을 0.5로 정했다면, 설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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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으로부터 시작하는 선제적 설계 대안에 설계 변수 8번은 포함되나 설계 변수 

10번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술한 판단 과정을 새롭게 선정된 설계 변수에 대해서도 재귀적으로 

수행하여 선정된 설계 변수들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을 때까지 탐색 과정을 반복한다. 설계 변수 8번이 설계 변수 

9번으로부터 시작한 선제적 설계 대상에 포함된다면 설계 변수 8번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방향의 간선을 탐색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변 설계 변수들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탐색 과정이 종료된 후 설계 변수 9번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정된 설계 

변수들은 설계 변수 9번을 설계 규칙으로 삼고자 할 때 그 값을 정해야 할, 

선제적 설계의 대안이 된다.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낸 설계 변수의 묶음은 그 

주변 설계 변수들의 작업으로부터 임계값 이하의 재작업 임팩트를 받는 성질을 

가진다. 즉 주변 설계 변수들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 이후 그 값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적은 설계 묶음이 구성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메커니즘을 담은 알고리즘을 의사코드로 표현하면 다음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와 같다. 이 때 𝑁−(𝑥)는 노드 𝑥 에 대하여 들어오는 

방향의 간선을 가진 이웃노드들의 집합, 𝑒(𝑦, 𝑥) 는 노드 𝑦 로부터 노드 𝑥 로의 

간선의 가중치, 𝜃는 간선의 가중치에 대한 임계값을 의미한다. 

알고리즘 1은 앞서 후보 설계 변수 집합 𝑆의 원소, 각 노드 𝑥부터 유도되는 

설계 변수의 묶음을 찾기 위해 그래프 구조 𝐺 와 노드 𝑥를 변수로 가지는 

SEARCH  함수를 호출한다. SEARCH  함수는 노드 𝑥에게 영향을 주는 노드에 

대해 그 가중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설계 변수 𝑥에 대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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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Find subsets from initial candidates 

𝐩𝐫𝐨𝐜𝐞𝐝𝐮𝐫𝐞 FINDSUBSETS(𝐺, 𝑆)  

   𝑃 = ∅  

   𝐟𝐨𝐫 𝑥 ∈ 𝑆 𝒅𝒐 

      𝑃 ← 𝑃 ∪ SEARCH(𝐺, 𝑥) 

𝐫𝐞𝐭𝐮𝐫𝐧 𝑃  

 

Algorithm 2 Search by DFS 

𝐩𝐫𝐨𝐜𝐞𝐝𝐮𝐫𝐞 SEARCH(𝐺, 𝑥)  

   𝜃 𝑖𝑠 𝑔𝑖𝑣𝑒𝑛 𝑎𝑠 𝑡ℎ𝑟𝑒𝑠ℎ𝑜𝑙𝑑  

   𝑄 = {𝑥} 

   𝐟𝐨𝐫 𝑦 ∈ 𝑁−(𝑥)𝒅𝒐 

      𝐢𝐟 𝑒(𝑦, 𝑥) > 𝜃 𝐭𝐡𝐞𝐧 

𝑄 ← 𝑄 ∪ SEARCH(𝐺\𝑥, 𝑦)  

𝐫𝐞𝐭𝐮𝐫𝐧 𝑄  
 

그림 4.4: 대안 생성 알고리즘 의사코드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만약 노드 𝑥에 대하여 일정한 크기 

이상의 영향을 주는 노드가 존재한다면, 그 노드에 대해 다시 SEARCH  함수를 

호출하는 깊이 우선 탐색(depth first search; DFS)을 수행한다. 

초기 노드 𝑥 로부터 시작한 재귀적인 SEARCH  함수의 호출 끝에 도출되는 

결과는 노드 𝑥를 포함한 일정 영역의 노드들의 집합 𝑄이다. 이러한 과정을 집합 

𝑆에 속한 모든 초기 노드들에 대해 수행하여 각 초기 노드들로부터 유도된 집합 

𝑄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𝑃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집합 𝑃는 후보 설계 변수 

집합 𝑆의 각 원소들이 확장된 집합을 원소로 가지게 된다.  

 

 

4.2.3 대안 생성 결과 

초기의 후보 설계 변수 집합 𝑆 에 대한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로써,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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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 변수 묶음의 대안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𝑃를 구할 

수 있다. 예시로 든 그래프에 대해 임계값 𝜃 = 0.5를 적용하여 대안을 생성하면 

𝑃 = {{3,5}, {4,5,13}, {6,7}, {6,7,8,9}, {10,12,14}, {11,12}, {13}, {12,14}} 와 같이 

도출된다. 

이 때 {3,5}원소의 의미는 만약 설계 변수 3번에 대해 그 값을 고정하려는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설계 변수 5번을 함께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두 설계 변수를 따로 설계한다면 설계 변수 3번에 대해 내린 

결정이 이후 설계 변수 5번에 의해 재작업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아 설계 

규칙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선제적 설계의 범위는 하나의 부품 

내로 한정되지 않으며 {4,5,13}, {10,12,14} 와 같이 다른 부품 사이의 설계 

변수를 함께 설계해야하는 결과 또한 나올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해 하나의 설계 변수를 원소로 갖던 𝑆의 각 원소에 대해 

확장된 설계 변수들의 집합이 도출된다. 이 때 설계 변수의 집합은 주변 설계 

 

그림 4.5: 선제적 설계 대안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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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한 탐색 과정을 거쳤기에, 유향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부분 

그래프(connected subgraph) 의 형태를 지닌다. 또한 결과로써 생성된 집합 𝑃는 

실체적인 의미에서 선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 변수의 집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집합(minimal set)을 집합의 원소로 가진다. 

 

 

4.3 대안 평가 

본 항목에서는 앞서 생성된 선제적 설계의 각 대안이 선택되어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되었을 때 재작업량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설계 클러스터 내에서 일어나는 설계 반복으로 인해 각 설계 작업에 

대해서 얼만큼의 재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추정하는 메커니즘을 설명코자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선제적 설계로 인해 설계 클러스터가 분할되는 

것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며 각 대안이 적용되었을 때의 재작업량의 변화를 계산 

결과로써 구할 것이다. 

 

 

4.3.1 설계 프로세스 내 재작업량 추정 

설계 프로세스 내 설계 반복으로 인한 재작업량을 추정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세우기로 한다. 

 

i) 설계 프로세스는 설계 네트워크 내의 강연결 요소로 정의된 설계 

클러스터의 흐름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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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내의 설계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 자신의 

결과물을 다음 클러스터에게 전해준다. 

iii) 각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로부터 필요한 모든 결과물을 

전달받았을 때 자신의 설계 작업을 시작한다. 

 

위와 같은 가정 아래서 클러스터 사이의 정보 흐름은 클러스터 내의 설계 

변수의 내용이 모두 수렴이 된 후 발생하는 한 번의 결과물 전달로 마무리되어 

클러스터 사이 정보의 흐름으로 인한 재작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설계 

프로세스 내의 설계 반복은 설계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일어나게 되며, 각 

클러스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설계 반복으로 인한 재작업량의 합을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발생하는 재작업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계 변수에 대한 설계 작업은 다른 설계 변수의 수정에 의해 재작업 

요구를 받게 되고, 특히 상호종속적인 설계 변수 간 연관관계 내에서는 이러한 

재작업 요구가 반복되어 수행된다. 이는 상호종속적인 설계 변수들의 설계는 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서로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설계 변수 간 

정보의 흐름이 순환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재작업은 서로의 정보가 

충분하게 성숙되고 상호종속적인 변수들에 대한 결정이 모두 합의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다만 재작업이 반복되어 수행될수록 1) 설계 작업에 대한 

설계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고 2) 설계 작업에 대해 바꾸어야 할 변경 내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재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량이 감소하게 된다. 

충분한 설계 반복이 진행된 후에는 재작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점, 

설계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이 수렴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제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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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계 변수에 대해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상황에 대하여 설계 수렴(design 

convergence)이라 말할 수 있고 이는 제품의 설계가 완료되어 종료되는 시점을 

일컫게 된다. 이러한 설계 수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렴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각기 다른 모델링 방법을 통해 

접근하였으며(Smith and Eppinger, 1997a; Chanron and Lewis, 2005; Braha and Bar-

Yam, 2007; Maier et al., 2014) 설계 반복 과정을 통해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량이 줄어드는 과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설계 변수의 수렴은 설계 변수에 대한 작업을 처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해당 설계 작업이 다른 설계 작업들로부터 받는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재작업에 의해 정해진다. 설계 작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작업량은 

어떤 설계 작업으로부터 재작업 요구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그 

내용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재작업량의 크기도 다르다. 중대한 내용의 새로운 

정보를 받은 경우 많은 양의 재작업을 수행해야할 것이며 그 내용이 수렴되어 

가는 속도 또한 느릴 것이다. 반대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도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면 요구되는 재작업량도 적을 것이며 수렴 속도도 빠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작업 간 관계에 따라 달리 발생하는 재작업량의 크기를 

고려하기 위해 재작업 임팩트 값을 이용하도록 한다. 재작업 임팩트는 선제적 

설계의 범위를 도출하는 데 사용하였던 값으로 설계 작업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결과물이 다른 설계 작업에 대하여 얼만큼의 재작업을 야기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었다. 

더하여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설계 작업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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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설계 작업에 발생하는 재작업량의 크기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설계 작업을 처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떠한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도 반드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고정적인 값이기에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 상의 손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설계 

작업 단위의 재작업량 추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정을 통해 설계 작업 간의 

관계를 단순화하도록 한다. 

 

i) 한 설계 작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설계 작업에 영향을 받는 다른 

설계 작업은 그 변경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재작업을 수행한다. 

ii) 설계 프로세스는 고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진행되며, 각 설계 작업은 

기마다 수행해야 할 작업량을 완수한다. 

iii) 다른 설계 작업으로부터 재작업 요구가 들어온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재작업량은 그 설계 작업으로 인해 수행했던 이전 기 재작업량의 일정 

비율(재작업 임팩트의 크기)만큼이다. 

iv) 서로 다른 설계 작업으로부터 요구 받는 재작업의 내용은 독립적이다. 

 

가정 i)은 설계 프로세스의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다. 현실의 설계 프로세스 

안에서 설계 변수가 자신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 다른 설계 변수의 내용을 

수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유지해도 되는지는 불확정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 내의 움직임에 대해 설계 작업 간 재작업이 일어날 확률 

값을 도입하여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Yassine et al., 2001; Cho and Eppinger, 

2005; Karniel and Reich, 2013; Hossain and Chua.,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설계 변수의 수정 작업이 관련한 다른 설계 변수의 작업에 대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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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확정적인 상황으로 보아 

재작업량을 계산하기로 한다. 

가정 ii)와 iii)은 설계 작업에 대한 진행과 설계 변수에 대해 재작업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다. 설계 변수가 수행해야 하는 재작업량은 설계 

반복이 진행되어 설계 프로세스가 성숙되어 가면서 점차 줄어들게 됨을 앞서 

언급하였다. Smith and Eppinger(1997a)와 Yassine et al.(2003)과 같은 연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이산적인 간격으로 시간을 구분하고 각 

기마다 다른 설계 작업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아 발생하는 재작업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의 발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번 기에 발생하는 재작업량이 

이전 기에 수행했던 해당 설계 작업으로 인해 수행했던 작업량에 의존하며, 그 

값이 줄어드는 비율은 재작업 임팩트 값으로 고정된다고 가정한다. 기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재작업량의 크기를 시간의 진행에 따른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여 모델링할 수 있으나(Carrascosa et al., 1998), 재작업 임팩트의 고정된 

비율만큼 재작업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도록 한다. 이 

때 설계 작업에 대해 매 기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자원이 충분하여 

요구되는 재작업량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또한 가정 iv)에 따라 한 설계 작업에 대해 발생하는 재작업이 어떤 설계 

변수로부터 요구되어 온 것인지 명확히 구분한다. 따라서 여러 작업이 한 설계 

작업에 대해 요구하는 재작업 내용과 그 재작업량은 개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정 아래, 설계 작업 𝑏 로 인해 설계 작업 𝑎 가 수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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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량 𝑟𝑎𝑏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𝑟𝑎𝑏 = ∑ 𝑤𝑎(𝑖𝑎𝑏)𝑛

∞

𝑛=1

 (4.1) 

 

이 때 𝑤𝑎 는 설계 작업 𝑎를 처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단위로 나타낸 

초기 작업량이며 𝑖𝑎𝑏 는 설계 작업 𝑏 로부터 설계 작업 𝑎 로의 재작업 임팩트의 

값을 뜻한다. 가정 iii)에 따라 재작업 임팩트만큼의 고정된 비율로 설계 작업 

𝑎 가 설계 작업 𝑏 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량이 감소하며, 수식적으로는 

멱급수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4.2.1에서 가정한 설계 프로세스의 흐름 아래서, 어떤 임의의 설계 작업에 

대해서 재작업을 발생시키는 것은 같은 설계 클러스터에 속하며 그 설계 작업에 

대해 영향을 주는 설계 작업들이다. 설계 작업 𝑎와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설계 

작업의 집합을 𝐶(𝑎)라 할 때, 설계 작업 𝑎에 대해 발생하는 전체 재작업량 𝑟𝑎은 

다음과 같다. 

 

 𝑟𝑎 = ∑ 𝑟𝑎𝑥

𝑥∈𝑁−(𝑎)∩𝐶(𝑎)

 (4.2) 

  

식 (4.2)는 설계 작업 𝑎가 수행해야하는 재작업량을 구하기 위해 때 앞선 

문단의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 작업 𝑥 ∈ 𝑁−(𝑎) ∩ 𝐶(𝑎) 에 대하여 식 (4.1)의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각 설계 작업에 대해 수행하고 계산된 재작업량을 설계 

프로세스 내 존재하는 모든 설계 작업 𝑣 ∈ 𝑉에 대해 모두 합한 값이 전체 설계 

프로세스 내의 재작업량의 크기 𝑟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식 (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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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𝑟 = ∑ 𝑟𝑣

𝑣∈𝑉

 (4.3) 

 

 

4.3.2 대안 평가 결과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각 대안 별로 계산된 설계 프로세스 내의 재작업량 

크기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안한 방법대로 노드들의 재작업량을 

계산하고 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시로 선제적 설계를 도입하지 않은 설계 

프로세스 내 𝐷𝐶3 의 노드 중 설계 작업 9번에 대한 재작업량 크기를 구하면 

아래 식 (4.4)와 같다. 

 

 𝑟8,9 = 50 × 0.7 + 50 × 0.72 + ⋯ = ∑ 50 × 0.7𝑛∞
𝑛=1 = 116.67   

 𝑟10,9 = ∑ 50 × 0.2𝑛∞
𝑛=1 = 12.5  (4.4) 

 𝑟9 = ∑ 𝑟9𝑥𝑥∈𝑁−(9)∩𝐶(9) = 𝑟8,9 + 𝑟10,9 = 116.67 + 12.5 = 129.17   

 

식 (4.4)와 같이 식 (4.1)과 식 (4.2)의 계산을 각 노드에 대해 수행하여 

클러스터 단위로 값을 묶으면 그림 4.6과 같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해당 

클러스터에서 소요되는 시간 단위로 표현한 재작업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기는 클러스터 내에서 소요되는 재작업량을 파악함을 통해 어떤 설계 

클러스터에 대해 선제적 설계를 이행해야 하는지 직관을 준다. 예시의 경우 

𝐷𝐶2 에서 소요되는 재작업량의 크기가 다른 클러스터보다 상당히 큼을 

고려하였을 때, 𝐷𝐶2 에 속한 설계 변수에 대해 설계를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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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설계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재작업량의 크기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재작업량은 설계 네트워크 내 클러스터의 

구조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이는 앞서 정의한 조건 아래서 설계 변수가 같은 

클러스터 내의 설계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에만 재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수식적으로는 식 (4.2)의 𝐶(·) 에 대한 고려로 인한 것으로, 선제적 

설계로 인해 일부 설계 클러스터가 나누어져 작아진 클러스터로 인해 설계 

변수의 입장에서 재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오는, 𝐶(·)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 

변수가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설계 프로세스가 이전보다 순차적인 

흐름으로 바뀌어 상호종속적인 설계 작업의 범위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서술한 계산 과정을 이용하여 선제적 설계의 대안 각각을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선제 설계 단계과 후속 설계 단계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작업량을 각각 구하여 합한 값이 전체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재작업량이 된다. 대안 중 {10,12,14}를 선제적 설계의 대상으로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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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전체 설계 프로세스 내의 재작업량이 639.94 단위의 시간이 소요되어 도출된 

다른 대안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4.7으로 나타낸 

최종 대안은 선제적 설계 프로세스의 결과물로써 선제적으로 설계를 수행하게 

될 설계 변수의 묶음이 된다. 

 

표 4.1: 선제적 설계 도입 후 설계 프로세스 내 재작업량 

 

 

그림 4.7: 재작업량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설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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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실행 가능한 설계 규칙의 설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선제적 

설계의 개념과 선제적 설계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선제적 

설계는 부품 간 설계 반복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으로 다른 설계 

변수들보다 우선하여 그 내용을 고정할 설계 변수의 선정 범위를 찾아 먼저 

설계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특히 실현 가능한 설계 규칙의 설정을 위해 설계 

변수 간 연관 관계, 본 연구에서는 설계 변수를 정하는 작업 간 재작업 

임팩트를 설계 변수 사이의 중요성으로 고려하여 선제적 설계의 대안을 

생성하였다. 나아가 도출된 각각의 대안을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설계 프로세스 내의 재작업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될 설계 변수의 묶음을 도출하였다. 

다만 선제적 설계는 제품의 인터페이스, 나아가 제품 개발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인만큼 선제적 설계를 행하기 위한 설계 부문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되는 설계 변수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리기 위해 그 설계 변수와 관련한 설계 부서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합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선제적 설계로 인해 끊어지게 

될 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으로 선제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렴하는 내용이다. 

재작업량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선제 설계 단계에서의 작업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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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되는 작업 간 발생하는 재작업량만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설계 부서 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 또한 선제 설계 단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작업량에 속해야 하는 내용이다. 선제적 설계에 앞서 선행해야 하는, 선제적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 어떤 설계 변수에 

대해 선제적 설계를 수행해야하는지 그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량적으로 그 값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정보로써 설계 부문을 아우르는 

의사결정자의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로 삼지는 않았으나 연구의 각론으로써 선제적 

설계이라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실제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재작업 임팩트 임계값에 대한 의사결정, 도출된 선제적 설계 범위 여러 개를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최적의 선제적 설계 범위는 

무엇일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는 각각 선제적 설계 범위를 도출할 때 

적용할 재작업 임팩트 임계값 𝜃에 대한 민감도 분석, 최종 선제적 설계 범위의 

합집합을 설계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의사결정 모델 아래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최적화된 값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기업들은 단일 제품의 설계를 넘어 여러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부품 공용화, 제품 포트폴리오의 구성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자동차의 제품군 설계 중 부품 공용화 단계에 설계 규칙 단계를 따로 두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던 Tomoatsu(2018)의 사례, 아키텍처-모듈-포트폴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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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계 규칙을 통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제안한 Løkkegaard et al.(2018)의 연구, 제품군 내에서 여러 부품 간 상호종속성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Cheng et al.(2018)의 연구들을 참고할 때, 설계 규칙은 여러 

제품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며 설계 규칙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본 연구 또한 의미를 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5.2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선제적 설계의 도입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선제적 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 실패와 관련한 부분이다. 설계 

실패의 위험성을 고려한 선제적 설계이지만, 이 또한 특정 설계 변수를 

고정하는 결과를 의사결정인 바 다른 설계 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에 대하여 두가지 해결 

방안으로 1) 설계 규칙으로 고정한 설계 변수의 값을 바꾸거나 2)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을 들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추가적인 설계 반복의 발생, 설계 과정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 등의 역효과로써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역효과는 선제적 설계의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이나 현재의 재작업량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 아래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선제적 설계의 대상이 되는 설계 변수를 고르는 과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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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계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설계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값을 고정하는 의사결정이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설계 

변수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설계 변수의 설계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위해선 설계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정의된 

관계 아래서 설계 변수 사이의 값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설계 작업의 진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델링하여 현실에 가까운 설계 

작업의 흐름 추적과 그에 따른 재작업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델링에서는 설계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와 연관 관계를 가지는 설계 작업이 

반드시 재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설계 작업은 설계 작업 

결과물에 따라 재작업을 수행해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적인 

움직임을 따른다. 즉 설계 프로세스는 확정적이기 보다는 확률적인 움직임을 

가지며 이를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재작업이 발생하는 정도에 대하여 설계 작업의 재작업량이 수행될 때마다 

재작업 임팩트에 따르는 고정된 비율로 줄어든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을 

완화할 수 있다. 설계 작업을 거듭하여 수행할수록 작아지는 재작업량의 크기를 

학습효과를 반영한 특정한 함수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함에 있어 분석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구하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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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rapidly changing market conditions, the release timing of a product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its success. Firms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to shorten the 

design phase to advance the release. However, iterations and resulting reworks in the 

design process delays the whole design process. 

As a way to reduce wasteful design, the establishment of design rule is currently used 

to determine the value of a particular design paramet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value of design parameter should be fixed alone or together with 

those surrounding the design parameter. Such carefully orchestrated design rule is desired 

since doing so otherwise may result in unwanted modification of the design rule or in the 

degradation of product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expands the discussion of design rule in order to propose a 

strategic decision called preemptive design, which selects a certain range of design 

parameters and prioritizes the design tasks on them. The objective is to define feasible 

design rule by setting its scope,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ions between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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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phical design network interprets how the existing design process changes and 

progress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eemptive design. Based on the design 

network represented, the scope of preemptive desig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ssociation among design parameters is derived. The effects of applying each scope for 

preemptive design to the design process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rework in 

the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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