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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W 상태 전이 (state transition) 

n 칸반 시스템 V 확장 

m 대기행렬 시스템과의 차이 

1 . 들어가며 

-코G→ 
〈그림 1) n 순차 대기행렬 모형 

일반적으로 대기행렬 모형 (queueing modell 에서는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도착하면 대기 

행렬에 틀어가 자신의 처리순서를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 

플 받고 서비스가 완료되면 시스템 경계 밖으로 나오게 된다 대기행렬모형에서 고객이라 함은 

시스템의 외부 혹은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작업주문이 포함된다 가령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의 

요청이 이에 해당되며 주문생산을 하는 제조업의 경우 고객의 주문이 대기행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기행럴 모형에서는 고객주푼을 다루게 되어 생산 혹은 처리 요구 

가 고객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반면에 재고모형의 경우 고객의 주문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 

정 재고)달 확보하는 깃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대기행델 모형과 재고 모형은 상호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펴는 본 논문에서 대기행렬 모형의 형태를 따프지만 주문형 생산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토요타의 칸반생산방식을 다루고자 한다 보요타의 칸반생산방식은 재고수준을 고객의 

수요속도에 따라 통제하는 스케줄링 기볍으로 기본척으로는 무재고를 추구하는 재고모형의 일 

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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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기행렬시스템은 n개의 공정을 처리하는 설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l 창조〕 

생산주문이 발생할 경우 공정 1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처리공정을 거쳐 n 공정을 마치 

는 경우 완성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기행렬 시스템을 n station serial system이라 

고 하는데 기본적인 대기행렬 모형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 칸반 시스템 

우리는 이러한 n 순차 대기행렬모형에 토요타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산스케줄링 기법으 

로 유명한 칸반시스템 Ckanban system)을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칸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보기로하자 

ζ7늑~ 

<츠뇨L/ 
〈그림 2) 칸반카드의 순환 

연속된 2개의 공정 사이에 일정수의 칸반카드가 순환하는데 이전공정에 있는 칸반카드는 해 

당 공정에서의 생산주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공정처리를 마친 재공품은 칸반카드와 함께 

다음 공정으로 전탈된다 다음 공정에서 처리를 하여 재공품을 사용한 경우 재공품에 부착된 칸 

반카드를 이전공정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이러한 칸반이 생산주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수의 칸반카드가 두 개의 연속 공정 사이에서 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칸반 

시스템은 후속 공정에서의 수요속도에 의해 재공품의 재고수준이 조정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후공정에서 처리속도가 빨라져 재공품의 소진속도가 커지연 이는 칸반카드가 전공정 

으로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여 전공정에 생산 주문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후공정이 가령 담당 설비의 고장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후공정에서의 처라속도가 줄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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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소비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며 칸반카드의 전공정 전달이 지연되어 전공정에서 처리 

를 자연스레 늦추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로， 다음 공정에 있는 재공품이 칸반차드의 숫자 

만큼 존재하게 되면 이는 전공정에 칸반카드가 없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전공정에서 생산 주문 

이 없는 경우가 되며 처리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속 공정의 처리속도가 상호 칸반카 

드에 의해 조정이 되며 재공품 재고의 최고치가 칸반카드 수로 한정되어 있게 됨으로써 두 공정 

사이에 과다한 재고가 누적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ill. 대기행렬 시스템과의 차이 

본 논문에서는 전후 공정을 나타내는 2개의 설비에 적용되는 칸반시스템을 보다 일반화하여 

n개의 설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스뱀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각각의 

설비에 칸반카드 시스빔을 도입하여 재공품에 대한 재고수준을 억제하는 경우를 다루고자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X， 를 설비 혹은 공정 l 의 가공을 마친 재공품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하자 

또한 y， 를 l 번째 설비 혹은 공정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생산주문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하 

고 이는 설비 l 를 대기행렬시스빔으로 보았을 때 대기고객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설비 l 에서 순환이 되는 칸반의 개수는 k， 라고 할 때 우리는 X, + χ ;k， 임을 알 수 있다 칸반 

카드에 의해 재고수준이 통제된다는 것은 x, = kj 일 때， 즉 설비 l에서 공정을 마친 재공품이 충 

분히 있을 때에는 y , ;0 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설비 l에서의 대기행렬에 주문 혹은 고객이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X, = k， 일 때에는 설비 l에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고 설비 l는 유 
휴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비 l에서 작업을 마친 재공품의 개수는 최대 k， 로 통제 

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 1공정의 경우 자재의 공급에 제약이 없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X() = ∞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n station serial queueing system과 차별화되며 다음 그럼에서와 같이 

일정 공정을 마친 재꽁품이 다음 공정에서 재고로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기행렬모형에 

서는 대기 고객이 대기행럴에 있다는 것은 처리를 기다리는 고객으로 표시된다 대기 고객은 자 

신의 순서까 되면 바로 처리에 틀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대기 고객음 나타 

내는 것은 작업지시를 나타내는 칸반카드이며 이라한 칸반카드의 숫자를 y， 로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기행렬 모형과의 차이점은 이러한 작업지사를 나타내는 칸반카드가 자신의 

순서가 된다고 바로 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 공정을 마친 재공품 재고 (X， 1) 까 있을 

경우에 공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본 모형에서 공정처리의 시작은 칸반카드와 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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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공품 재고가 동시에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행렬 모형에서는 고객의 

처리에 별도의 재공품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는 점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대기행렬모형과는 달리 작업 지시를 나타내는 고객과 

재공품을 함께 표현할 펼요가 생긴다 이러한 재공품 재고는 box로 표시하였고 후공정에서 온 

칸반은 생산주문으로 대기행렬에 있는 고객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종 단계의 box는 최종소비자 

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완제품의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기행렬 시스템과의 차이 

가 최종단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본 모형에서는 완성품의 재고를 최대 k" 확보하고자 하 

는 것으로 고객의 주문에 대비하여 재고를 준비하는 시스탬이다 

닮〕 단그 단코 

표〉→관왔→ -→프]당→많 
〈그림 3) n차 칸반 시스템 모형 

W 상태 전이 (state transition) 

본 글에서 다푸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변수 벡터를 x로 표시하기로 하 

자 상태변수는 공정 1 부터 공정 n까지의 각 공정에서 처리를 마친 재공품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X =(x
j
,x 2, .. ， xn ) 로 표시하기로 하자 그러면 상태변수벡터의 전이에 대해 다음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i = 2,3, ‘ ， n 에대해서 x' =(xj ,"',x'_l-l ,x, +l，'''， x n ) 로표시하고 x' = (x, + 1 ，진，'" ,X II ) , 

xn+1 =(X I ， X 2 ，"'， xn - 1) 로 표시하기로 하자 상태변수의 전이 (transition)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x가 내접 (interior point) 일 경우인데 여기서 x가 내점이라 함은 X = (xj'x] ‘ *ι) 

에서 _\ < k l γl 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각 공정을 마친 재공품의 숫자가 칸반카드의 숫자보다 

작은 경우이며 따라서 각 공정에 치리륜 요구하는 작업지시 칸반카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가능한 전이는 x → x' 로써 이는 l 공정에서 한 개의 재공품에 처리를 마친 후 다음 

공정인 i + 1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한 종류의 전이는 X가 경계점 (boundary point) 

일 경우에 만생한다 여기서 x가 boundary point이라 함은 어떠한 1 에 대해 Xj =kj 인 경우플 

딛조한다 이 경우에는 공정 1를 마친 재공픔이 충분한 경우로， 즉 모든 칸반카드가 해당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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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로써 더 이상 공정 1에서는 처리주문， 즉 칸반이 없게 되어 재공품 

사용에 따른 칸반이 도착할 때까지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과서 이 경우 

x → x' 은 불가능하고 그 이외의 전이안이 가능하여전다 이러한 경우가 칸반의 조정효과플 나 

타내는 것으로 파도한 재공품의 재고수준플 제어하는 칸반시스템의 기능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x 2 

k2 

0 

l

‘'r 
k1 

X1 

〈그림 4> 7f능한 상태전이 

간단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등이 각 설비에서의 재공품의 개수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여 통제가 

되며 재공품의 개수가 칸반갯수인 상한에 이르면 내부로의 전이만이 가능하여점을 알 수 있다 

v. 확장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운 n차 선형 칸반 샤 ’:엠은 최종제품의 재고른 최대 A”개까지 허용하 

는 m ;:J kc • [o-stock sysLem을 의 u]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이 파라떼터의 값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변신핫 수 있음을 살펴보기파 하자 먼지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인 설비 n에서의 칸 

반카드의 숫자가 0인 영우(k ，，= 0) 를 해석하여 보자 추가표 - 의 재고룹 즉 주싸이] 비해 재 

고가 부족한 상황을 상태변 수로 히용핫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 우 소비자로부터 f듀이 틀어 

오면 .\"'1 =→ l 이 되고 이는 y" = 1 윤 의미하고 하나플 생산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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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음의 재고수준으로 나타낸다면 make-to-order system을 

표현할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가 다루는 시 스템 을 closed queueing network와 비 교를 하여 보자 Closed 

queueing network에서는 시스템내 고객의 숫자가 항상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 

에서는 각 설비에서 공정을 마친 재공품의 개수와 공정처리를 대기중인 대기고객의 개수의 함 

에 해당하는 칸반카드의 숫자는 일정하다 즉 각 설비에서 순환되고 있는 칸반카드의 개수는 일 

정하지만， 상태변수를 나타내는 재공품의 개수인 X， 는 0에서 k; 까지의 범위에서 움직이게 된 

다 따라서 고객의 총숫자가 일정한 closed queueing network와는 구별이 된다 

그러면 각 설비에서 대기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와의 비교를 하여보기로 하자 N serial 

station queueing system에서 각 station 별로 고객의 대기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고객의 

주문이 발생하면 station 1 에 생산주문으로 도착하여 생산을 기다리게 되며 이틀 대기고객의 

숫자가 제한이 되는 것을 의마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ake-to

stock시스템으로 최종 제품의 재고를 최대 kn 까지만 허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기행렬모형에서는 고객의 도착이 생산을 촉구하는 production order가 되지만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칸반에 의한 생산 주문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 설비에서 

공정을 마친 재공품 재고가 존재하여야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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