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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더 높은 수요 창출과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제품 다양화 추세는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제품의 

다양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기업들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제품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은 1)공정의 유연성 확보나 2)공정의 재구성 그리고 

3)투입되는 부품 종류의 감소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의 

유연성 확보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제품 라인업의 축소와 부품의 

공용화는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를 어렵게 하여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의 

재구성이 기업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는데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한편,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한 공정의 재구성은 

제품아키텍처 내의 인터페이스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여러 모델로 

구성된 제품군을 만드는 생산시스템이라면,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군을 구성하는 모델들 간에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공정의 유연성 증가나 투입 부품의 종류 감소 

없이도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군의 



 

 ii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정의하고, 생산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일렬의 수동 조립 라인을 대상으로 작업자 선택 

복잡도 기준의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선택 모형을 제시하고, 

PDP모듈 제품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이 기여하는 바를 검증한다. 

 

주요어 : Interface Design, Product Architecture, Product Family, Complexity, 

Manufacturing Complexity, Production Sequence. 

학   번 : 2014-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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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Pine, 1999).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더 높은 수요 

창출과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제품 다양화 추세는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의 출시는 기업에 있어서 

생산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의미한다. 높은 제품의 다양성이 

생산시스템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경험적 

관찰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MacDuffie and Fisher, 

1996). 기존 연구에서는 제품 다양성이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중에 하나로 복잡성을 정의하고 그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제품의 다양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기업들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제품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은 1)공정의 유연성 확보나 2)공정의 재구성 그리고 

3)투입되는 부품 종류 감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정의 

유연성 확보는 투입되는 부품의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나 공구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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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ElMaraghy et al., 2012). 공정의 재구성은 생산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의 순서를 바꾸거나 재배열하는 

것이다(ElMaraghy and Urbanic, 2003; Zhu et al., 2008; Wang and Hu, 2010). 

투입되는 부품의 종류 감소는 제품 라인업의 축소와 제품들 

사이에서 부품을 공용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Meyer and 

Lehnerd, 1997; Robertson and Ulrich, 1998; McGrath, 2000; Simpson et al., 

2006). 

이러한 접근 방식들 중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공정의 재구성일 수 있다. 현실 상황에서 장비와 공구들의 

유연성 확보에는 기술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ElMaraghy et al., 2012). 

또한, 제품 라인업의 축소와 부품의 공용화는 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를 어렵게 하여,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Jiao et al., 2007).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비와 공구의 

유연성을 증가 시키거나 투입 부품의 종류를 감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은 공정의 재구성을 통하여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한편, 공정의 재구성은 제품아키텍처 내의 인터페이스 제약을 

받는다. 특히 각 공정에 개별 부품이 투입되어 작업자가 조립하는 

일렬 수동 조립 라인에서는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간의 물리적 

연결 관계인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가능한 공정 순서의 집합이 결정 

된다(Zaeh et al., 2009). 또한 한 제품이 생산되는 전용 생산라인이 

아니라 여러 모델로 구성된 제품군을 생산하는 혼류 생산 

라인이라면,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제품군을 

구성하는 모델들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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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Gershenson and Prasad, 1997). 

따라서, 공정의 유연성 증가나 투입 부품의 종류 감소 없이도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하다.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은 제품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실물로 구현한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다(Pimmler and Eppinger, 1994).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선택에 따라서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가 결정되게 되어 생산시스템의 복잡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생산복잡도 최소화 관점에서 보면, 인터페이스 설계는 [그림 

1]과 같이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공정 순서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품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정의하고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림 1]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과 생산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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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일렬의 수동 조립 라인을 

대상으로 작업자 선택 복잡도 기준의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선택 모형을 제시하고, PDP모듈 제품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이 

기여하는 바를 검증 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제품아키텍처와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자세히 살펴 본다. 고객 요구부터 개발, 

생산까지의 전체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제품아키텍처 및 

인터페이스의 정의를 리뷰 해보고, 이를 제품군으로 확장한 

연구들을 알아본다. 또한 생산시스템의 복잡도 정의와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들과, 생산복잡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기술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과 연구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정의한다. 인터액션 및 

인터페이스 개념 정의로부터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확장하여 개념적 모형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생산복잡도를 고려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작업자 선택 복잡도가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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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계 문제의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평가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생산복잡도를 고려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의 해법을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에서 제안된 생산복잡도를 고려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PDP모듈 제품 및 생산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현실에서 기업이 생산복잡도 감소 

활동을 추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시나리오 별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을 토의 해본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활용과 기대 효과를 기술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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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제품아키텍처 

 

2.1.1 제품개발 프로세스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제품 기획에서부터 생산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각 활동들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다양하다. 따라서,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여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Eppinger and Ulrich(1995)는 제품개발을 시장 기회의 

인식에서부터 최종 생산, 판매 및 제품의 전달까지 다양한 활동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제품을 인식하고 설계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와 

활동들의 순서를 제품개발 프로세스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그림 2]와 같이 기획, 컨셉 개발, 시스템 레벨 설계, 

상세 설계, 테스트 및 정재, 생산 시작의 6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제품개발 프로세스(Eppinger and Ulric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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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1998)은 공리적 설계에서 [그림 3]과 같이 제품에 대한 

요구에서 생산에 이르는 시각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공리적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제품 설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고객 영역에서의 고객 요구 속성을 기능적 영역의 기능 

요구로 매핑하는 것을 개념 설계로 정의하고, 이를 물리적 영역의 

설계 파라미터로 매핑하는 것을 제품 설계, 설계 파라미터를 생산 

영역의 공정 변수로 매핑하는 것을 공정 설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공리적 설계 프로세스(Su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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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품아키텍처와 인터페이스 

 

개발부터 생산까지 일괄적으로 제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품아키텍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Ulrich(1995)는 

제품아키텍처를 제품의 기능이 물리적인 부품에 할당되어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능요소들의 배열, 

기능요소들에서 물리적 부품으로의 매핑, 물리적 부품들 간의 상호 

작용 관계인 인터페이스의 사양으로 분류 하였다. Otto and 

Wood(2001)는 제품아키텍처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품을 

목적을 가진 시스템으로 보고, [그림 4]와 같이 이룰 구성하는 하위 

기능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흐름 관계에 의해서 제품이 작동하는 

기능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품아키텍처는 기능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부품과 물리적 

 

[그림 4] 일반적인 기능구조 포맷(Otto & Woo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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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Pahl and Beitz(2013)는 

기능요소들 사이의 에너지, 물질 및 신호의 교환을 기준으로 제품 

설계의 기능 요구사항을 모델링 하였다. Pimmler and Eppinger(1994)는 

제품 분해의 통합적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osa 

et al.(2007)는 그래프 이론을 활용하여 부품들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물리적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를 설계 의존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종류로 공간, 구조, 물질, 에너지, 정보로 분류하였다. 

Little et al.(1997)은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인 에너지, 물질, 

신호의 관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Sosa et al.(2000)는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와 설계 조직과의 관계에서, 부품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설계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2.1.3 제품아키텍처와 생산시스템 

 

제품군 내에서 제품아키텍처를 하나의 통일된 플랫폼으로 

구성하여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 기업 제조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Meyer and Lehnerd(1997)는 플랫폼을 파생 모델이 

효율적으로 개발, 생산되는 공통된 모듈이나 부품의 집합으로 

정의하였고 Robertson and Ulrich(1998)는 플랫폼을 제품의 집합이 

공유하는 자산의 모음으로 정의하고, McGrath(2000)는 플랫폼을 

제품의 특정 범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핵심 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플랫폼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플랫폼의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품과 공정의 공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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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제품 개발의 효율성 향상, 생산시스템의 유연성과 대응력 향상 

그리고 시장 점유의 증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Simpson et 

al.(2006)은 플랫폼 기반의 제품군 설계를 제안하면서 그 효과로 

시장에서 충분한 다양성을 제공하면서도 생산시스템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의하였다.  

또한, 제품아키텍처를 모듈화하여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Gershenson and Prasad(1997) 제품아키텍처와 생산시스템 간의 

관계에서 모듈화의 개념을 생산시스템까지 확장하여, 생산시스템을 

고려하여 제품아키텍처를 모듈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Gonzalez-

Zugast and Otto(2000)는 제품아키텍처를 모듈화하여, 개별 모듈들의 

조합을 통하여 제품군 내의 파생모델 개발에 대응하는 모듈 기반의 

제품군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Baldwin and Clark(2000)는 

제품아키텍처의 모듈화를 구조와 파라미터 간의 의존 관계로부터 

설계 규칙을 정의하는 활동으로 보고, 제품아키텍처의 모듈화를 

복잡성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Fredriksson 

(2006)은 제품아키텍처와 생산시스템의 관계에서, 모듈 기반 조립 

생산시스템의 효율 향상 메커니즘을 볼보 자동차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제품아키텍처의 모듈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생산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급사슬과 기업의 전략으로까지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Gershenson et al.(1999)는 제품아키텍처의 모듈화 효과를 제품 

라이프사이클 관점으로 확장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아키텍처를 

모듈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akeishi and Fujimoto(200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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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모듈화 현황을 조사하여 모듈화된 

제품아키텍처와 생산시스템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사슬구조 

간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Worren et al.(2002)은 시장, 

모듈화된 제품아키텍처, 전략적 유연성 및 기업의 경영성과를 

인자로 한 모형을 통하여, 홈어플라이언스 산업에서의 모듈화 

효과에 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2.2 생산시스템의 복잡성 

 

2.2.1 제품 다양성과 생산시스템 

 

제품의 다양성이 생산시스템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었다. MacDuffie and 

Fisher(1996)는 70여개의 자동차 조립 공장 사례를 분석하여 

생산시스템에 투입되는 부품 복잡도가 생산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Fisher and 

Ittner(1999)는 GM 자동차 조립 공장의 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다양성에 따라 작업 변화가 증가하면, 직·간접 작업시간이 증가하고, 

불량 및 재고 수준이 증가하는 등의 부적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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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산시스템의 복잡성 지표 

 

기존 연구에서 생산시스템의 복잡성은 제품 다양성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그에 따른 측정 지표가 

제안되었다.  Frizelle and Woodcock(1995)은 생산시스템에 엔트로피 

계산 로직을 도입하여 생산시스템 내 공정 상태의 출현 확률에 

따라서 생산복잡도를 정의하였다. ElMaraghy and Urbanic(2004)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제품 복잡도와 프로세스 복잡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제품의 복잡도는 조립되고 검사되어야 할 제품의 

형상의 수나 종류를 기준으로 제품 내부 부품들의 재질, 특정 설계 

사양 등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프로세스 복잡도는 제품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의 수나 종류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생산물, 업무 

환경 등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Zhu et al.(2008)은 제품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라인에서 작업자 선택의 불확실성을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제시하였다. Martin and 

Ishii(1997)는 공용화 지수, 차별화 지수, 셋업 지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인 차트로써 제품 다양성이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2.3 Operation Choice Complexity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립 생산시스템에서 제품의 다양성은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다양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작업자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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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때 선택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Zhu et al.(2008)은 이를 

작업자 선택 복잡도로 정의하고, 기존 인지 연구 분야에서 선택을 

하는 작업에서 인간의 평균 반응 시간과 연계하여 그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작업자 선택 복잡도에서 복잡도는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특정 공정 i 에서의 평균 불확실성으로 정의되고 다음과 

같은 엔트로피 함수 
iH 로 나타낼 수 있다. 

 1 2 3

1

( , , , , ) log
i

i

M

i i i i iM ij ij

j

H p p p p C p p


     (1) 

여기서 ijp 는 특정 공정 i 에서 j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며, 

 1,2,3, , ij M 이다. C 는 로그 함수에 종속된 상수이며, 
2log 를 

선택했을 때는 1C   이고, 작업자 선택 복잡도의 단위는 

비트( .bit )이다. 

또한, Hu et al.(2008)는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조립라인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공정 순서와 공급사슬 구조의 최적화를 

제안하였다. Wang et al.(2010)은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 공급사슬 구조를 도출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Wang and Hu(2010)는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생산시스템의 

형태로 확장하여 일렬, 병렬, 또는 일렬과 병렬이 조합된 라인 

형태에서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한 기존 연구는 

생산시스템에 투입되는 제품 종류의 감소나 생산시스템의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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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Wang et al.(2011)은 제품 종류에 

따른 시장 점유율과 생산복잡도와의 관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도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줄이는 최적 제품 종류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Zhu et al.(2012)은 공정 순서를 기획하여  작업자 

선택 복잡도를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링과 그 해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3 기존 연구의 한계와 연구 동기 

 

앞서 살펴봤듯이, 제품아키텍처에 있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규명이나 연결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범위 또한 설계 

영역에 한정되어, 생산시스템을 고려하여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검토하는 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제품 다양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생산시스템 자체의 개선이나 투입되는 

부품 종류의 직접적인 감소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생산시스템의 유연성 확보에는 기술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제품 라인업 축소와 부품 공용화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 손실 

리스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공정의 재배치는 인터페이스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생산시스템으로 확대하여 

제품아키텍처 내의 인터페이스와 생산시스템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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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방법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생산시스템과 기술로써 

생산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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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는 기능요소들 간의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 중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기능요소들 간의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에는 [그림 5]와 같이 여러가지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림 5]와 같이 기능요소 A , B , C 로 구성된 제품 

시스템에서 기능요소 A  와 C  사이에 어떤 인터액션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과 같이 

기능요소 A  와 C 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것일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I와 같이 B 를 경유해서 A  와 C 를 연결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인터페이스는 인터액션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4]와 같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 인터액션과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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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터액션과 

인터페이스의 정의가 필요하다.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에서 

인터액션은 기능적 영역에서의 기능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로 

정의한다. 제품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물질 

또는 정보를 주고 받는 등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 관계를 

인터액션으로 정의하고 인터액션의 종류를 기능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조 관계, 전원 관계, 

신호 관계, 물질 관계 네 가지로 분류한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최종 

제품 설계에서 확인되는 부품들 간의 물리적인 연결 관계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한다. 제품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부품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구현한 결과를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인터액션의 종류 

즉, 기능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현 된다. 구조 관계 인터액션에 따른 인터페이스 종류는 

스크류/볼트 체결, 용접, 본딩 등이 있고, 전원 관계 또는 신호 관계 

인터액션에 의한 인터페이스 종류는 케이블, 하네스 등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물질 관계 인터액션에 의한 인터페이스 종류는 

냉매나 연료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파이프 등으로 구현된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기능적 영역에서의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인 인터액션을 물리적 영역에서 부품들 간의 연결 

관계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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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는 제품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 요구조건인 인터액션을 

만족해야 한다. 즉, 인터액션 요구조건만 충족한다면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대안들로 구현될 수 있다.  

결국, 인터페이스 설계는 기능요소들 간의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 중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어서 인터액션의 구현 이외의 목적은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기능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에서 생산 

영역으로 확장하여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아키텍처 

내의 인터페이스는 생산시스템에서의 공정 순서 결정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의했듯이 인터페이스는 기능요소들의 상호작용 

관계인 인터액션을 실제 부품들 간의 물리적 연결로 구현한 

결과이다. 이러한 부품들 사이의 물리적인 연결 관계는 

생산시스템에서 공정 순서를 기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림 6]과 

같이, 제품아키텍처의 특정 인터페이스는 생산시스템에서 구현 

가능한 공정 순서의 집합을 구성한다. [그림 6]에서 제시된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는 C A B  나 A C B   의 공정 순서는 

불가능하다. 즉, 선택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에 따라서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가 결정되게 되고 공정 순서에 따라서 

생산시스템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설계의 

문제에서는 기본 요구 사항인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계의 결과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생산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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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소와 물리적 부품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모듈화된 제품이 

생산시스템의 각 공정에 한 개의 모듈로써 투입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림 7]와 같은 개념적 모형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영역에서 물리적 영역으로의 설계 시에 모듈들의 

종류가 증가 되고, 모듈 종류의 증가는 생산시스템에서 복잡도를 

증가 시킨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기능적 영역에서 기능 요소들 간의 

인터액션을 기반으로 물리적 영역에서 모듈들 사이의 물리적 연결 

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생산 영역에서는 공정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설계의 문제에서는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정 순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과 공정 순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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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념적 모형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는 

기능적 영역, 물리적 영역, 생산 영역에서의 각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인 인터액션, 인터페이스, 공정 순서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기능적 영역은 기능 요소들과 기능 요소들의 상호작용 

관계인 인터액션으로 구성된다. 인터액션들은 구조 관계, 전원 관계, 

신호 관계, 물질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은 영향을 주고 

받는 방향성이 띄고 있다. 물리적 영역은 구성 요소인 모듈이나 

부품과 이들 간의 물리적 연결 관계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인터페이스 설계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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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이나 부품 은 기능적 영역에서의 기능 요소들을 구현한 

결과이며, 인터페이스는 기능요소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물리적 

연결로 구현한 결과이다. 인터페이스는 인터액션의 종류에 따라서 

그 구현 방식과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두 모듈과 부품 사이의 

물리적 연결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생산 영역은 공정으로 구성되며, 구성 요소인 공정 간의 상호 

관계를 공정 순서로 정의할 수 있다. 생산 영역에서 가능한 공정 

순서의 집합은 물리적 영역에서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1> 인터페이스 설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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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액션은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하여 물리적인 연결 

관계인 인터페이스로 구현 되고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선택에 

따라 생산 영역에서 공정 순서의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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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복잡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4.1 문제 상황 정의 

 

생산복잡도 최소화 관점에서 인터페이스 설계는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 중에서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공정 순서가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 된다. 

이는 추가적인 공정의 유연성 증가나 투입 부품의 종류 감소 없이 

생산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정의 재구성 즉, 공정 순서 

변경이고, 생산시스템에서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의 집합은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복잡도 최소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제품 

전체가 동일한 아키텍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 생산시스템에서 제품아키텍처가 다를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부품의 준비, 장비의 셋업 등 불필요한 작업들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서 복잡성이 추가로 발생된다.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군의 

모델들을 하나의 통일된 제품아키텍처로 구성해야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때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상황을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하면 [그림 8]과 같다. 제품을 

구성하는 i 번째 모듈 iM 의 종류 수는 iV 이고, i 번째 모듈 iM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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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공정은 
iP 라고 하자. 모듈 

iM 가 투입되는 공정 
iP 에서 

j 번째 작업은 ijT 이고  1,2,3, , ij n  이며, 
in 는 공정 

iP 에서의 

작업의 수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제품은 완벽히 모듈화 되어 있다. 

• 대상 생산시스템은 다양한 제품을 작업자가 조립하여 

생산하는 일렬 수동 조립 라인이다. 

• 조립 라인의 각 공정에는 한 개의 모듈이 투입되어 

조립된다. 

• 여러 모델로 구성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델들 

간의 생산 비율은 동일하다. 

 

[그림 8] 문제 상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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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따라서 기능요소와 물리적 모듈이 일대일로 대응되고 

기능 구현을 위한 모듈과 기능 간의 상호 관계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서로 독립적이다. 또한 각 공정에 한 개의 

모듈이 투입되어 순차적으로 모듈을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시스템은 이전 공정에서의 중간 어셈블리와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을 조립하는 공정의 연속이다. 각 공정의 

작업자는 모듈의 종류를 선택하고 조립하여 제품군 내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생산한다. 

앞에서 설명한 문제 상황에서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는 인터액션 R 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의 집합 
RI 에서 생산복잡도 

ITC 가 

최소화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 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본 

문제의 목적 함수는 수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min
R I

I

I I
TC

  
  (2) 

여기서 
ITC 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이 I 이고, 공정 순서가   일 

때의 전체 생산시스템의 복잡도이다.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의 

집합 
RI 는 인터액션 R 에 따라서 결정되며,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의 집합 
I 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 에 따라서 결정된다. 

 

4.2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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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의 집합 
RI 에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 를 선택은 생산복잡도를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즉,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 에서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의 집합 
I 중에서 

생산복잡도를 최소화 하는 공정 순서를 선정하고, 그 최소값을 

기준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 를 선택한다.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는 각 공정들의 복잡도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정에 따라서 생산시스템은 각 공정에 한 개의 모듈이 

투입되는 일렬의 수동 조립 라인이기 때문에, 생산시스템은 이전 

공정에서의 중간 어셈블리와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을 

조립하는 공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이 I 이고, 공정 순서가  일 때의 전체 생산시스템의 복잡도 

ITC 는 수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I

p

i

TC C


   (3) 

여기서 
iPC 는 모듈 

iM 가 투입되는 공정 
iP  의 생산복잡도를 

나타낸다.  

공정의 복잡도는 공정 내의 작업들의 복잡도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개별 공정은 이전 공정에서의 중간 어셈블리와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을 조립하기 위한 작업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작업들은 작업에서 다루는 모듈의 종류에 따라서 복잡도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듈 iM 가 투입되는 공정 iP 의 생산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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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는 수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i

i ij

n

p T

j

C C


  (4) 

여기서 
ijTC 는 공정 

iP  의 j 번째 작업 ijT 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이며 
in 는 공정 

iP에서의 작업의 수이다. 

공정 
iP 의 작업자는 모델의 인터페이스 종류에 따라서 

투입되는 모듈의 종류를 선택하여 중간어셈블리에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모듈 
iM 가 투입되는 공정 

iP  의 생산복잡도 

iPC 는 수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P INTERFACE INPUT ASSEMBLYC C C C          (5) 

작업자 선택 복잡도 관점에서는 공정 
iP 의 개별 작업 ijT 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 
INTERFACEC 이다.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작업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작업자 선택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여러 모델로 구성된 제품군이 조립되는 

생산라인에서 모델들 간에 인터페이스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각 

공정의 작업자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공정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복잡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에서는 제품군 내에서 모델들의 인터페이스를 통일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정 준비 작업에서는 인터페이스 종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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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복잡도가 발생하지 않다. 즉, 0INTERFACEC   이다.  

두 번째는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을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 
INPUTC 이고, 세 번째는 이전 공정까지 조립된 

중간 어셈블리를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 

ASSEMBLYC 이다. 각 공정에서는 투입되는 모듈의 종류를 선택하고, 

중간 어셈블리 내의 특정 모듈 종류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ASSEMBLYC 는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개별 작업들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  는 모듈의 조립라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정의 작업 별로 난이도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모듈 
iM 가 투입되는 

공정 
iP  의 생산복잡도 

iPC 는 수식 (5)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iP INPUT ASSEMBLYC C C    (6) 

각 공정의 첫 번째 작업이 [그림 9]와 같이,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을 다루는 작업이라고 하면, 공정 iP 에 첫 번째 작업 

1iT 는 투입되는 모듈 
iM 를 다루는 작업이다. 따라서 INPUTC 는 공정 

iP 에 첫 번째 작업 1iT 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 
1iTC 와 같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iINPUT TC C   (7) 

공정 iP 에 투입되는 모듈 iM 을 다루는 작업 레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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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복잡도는 수식 (1)에 의해서 도출할 수 있다. 제품군을 구성하는 

모델들의 생산 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는 모듈 iM 을 다루는 

작업에 있어서 모듈 iM 의 각 종류를 선택하는 확률은 
1

iV
로 

동일하다. 따라서, 수식 (1)에서 활용하여 
1iTC 는 다음과 구할 수 

있다. 

 
1 2 2

1

1 1
( ) log ( ) log

i

i

V

T i

k i i

C V
V V

      (8) 

투입되는 중간 어셈블리를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 ASSEMBLYC 는 다음과 같이 공정 iP 의 두 번째 작업 

2iT 에서 작업 
iinT 까지 발생하는 생산복잡도인 

2iTC 에서 
ini

TC 까지의 

 

[그림 9] 작업자 선택 복잡도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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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i

ij

n

ASSEMBLY T

j

C C


   (9) 

중간 어셈블리를 다루는 작업은 투입되는 모듈 
iM 와 중간 

어셈블리를 조립하는 작업들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에는 

중간 어셈블리 전체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듈 

iM 가 조립될 중간 어셈블리 내의 특정 모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복잡도가 발생한다. 공정 
iP 에 투입되는 모듈 

iM 이 이전 단계 

공정 
lP 에 투입되는 모듈 lM 과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면 공정 

iP 에서는 모듈 
iM 을 모듈 

lM 을 조립하는 작업이 존재하고 그 

작업의 생산복잡도는 모듈 lM 의 종류 
lV 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공정 iP 에서 작업의 수 in 는 이전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과 현재의 공정 
iP  에 투입되는 모듈 

iM 의 인터페이스 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이 I 이고 공정 순서가 

 일 때, 모듈 iM 과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이전 단계 공정에 

투입되는 모듈을 조립하는 작업들에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의 합 

2

i

ij

n

T

j

C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1

2 :

i

ij l

n

T T li

j l l i

C C I
  

     (10) 

여기서 liI 는 공정 iP 에 투입되는 모듈 iM 와 이전 단계 공정 lP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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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모듈 
lM 사이의 인터페이스 연결 수이다. 

결론적으로 공정 
iP 의 생산복잡도는 공정의 순서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림 10]과 같이 공정 
iP 에 

투입되는 모듈 
iM 이 이전 단계 공정 

1iP
에 투입되는 모듈 

1iM 
와 

공정 
lP 에 투입되는 모듈 

lM 과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면 공정 

iP 의 생산복잡도 
ipC 는 투입되는 모듈 

iM 의 종류 
iV 에 의한 

생산복잡도 
1iTC 와 모듈 

1iM 
과 모듈 

lM 의 종류 
1iV 
과 

lV 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 
11 1iT i iC I
  와 

1lT liC I 의 전체 합이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별로 생산복잡도가 최소화되는 공정 

순서가 존재 한다. 

 

 

[그림 10]공정 iP의 생산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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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적 인터페이스 도출 

 

생산복잡도 고려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그림 

11]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나타낼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집합에서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인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대상 제품군을 기능요소로 분해하여 

기능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한다. 기능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인터액션의 종류를 기준으로 구조 관계, 전원 관계, 

신호 관계, 물질 관계의 네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터액션이 파악되면 인터액션 종류별로 구현 가능한 물리적인 

연결 즉,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을 개별로 도출한다. 개별 

인터액션의 종류별로 이를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도출하고 나면, 이를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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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제품군을 기능요소로 분해하여 기능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제품 

전문가를 인터뷰나 기업에서 축적된 기존 설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수는 다른 

설계적인 제약이 없다면 모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생성 시에 제품 성능 문제와 같은 설계적인 제약 사항을 

 

[그림 11]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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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수를 미리 줄이는 것이 계산의 

복잡도를 줄이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집합에서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한다.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선택은 해당 인터페이스에서의 생산복잡도 

최소값을 기준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별로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를 

생성하고 해당 공정 순서에서의 생산복잡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별로 생산복잡도 최소값 및 그 때의 

공정 순서를 도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생산복잡도의 최소값이 

최소인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별로 구성 가능한 

공정 순서의 수는 모듈 수가 o 일 때, 최대 !o 개까지 생성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에 따른 제약으로 가능한 

공정 순서를 도출하는 것은 외판원 문제에서의 가능 경로를 찾는 

문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도 공정 순서에 대한 

생산시스템의 제약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계산의 복잡도를 줄이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별로 생산복잡도 최소값과 그 때의 공정 순서를 확인할 수 있고,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제품군의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생성과 

가능한 공정 순서 생성에 전체를 열거하는 방식(Full 

enumeration)으로 해를 도출하였다. 모듈화된 제품의 경우에는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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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투입되는 모듈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한 

근사해를 구하는 방식 보다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해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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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사례: PDP
①모듈 제품군 

 

본 장에서는 PDP모듈 제품군을 생산하는 최종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하여 앞 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다. 

 

5.1 PDP모듈 제품 및 생산시스템 

 

PDP모듈은 TV 제품의 핵심부품으로서 그 자체로도 완제품과 

같이 팔리며, TV 제품에서 발생시킨 영상신호를 받아 플라스마의 

전기방전을 이용하여 화면에 영상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PDP모듈 

제품은 [그림 12]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PDP모듈 제품은 영상을 

표시하는 Panel과 영상신호를 받아 처리하는 CTRL, Y_sus, Y_drv, 

Z_sus, X의 회로물, 전원을 공급하는 PSU, 전체 부착물들을 

                                                      

①
 Plasma Display Panel 

 

[그림 12] PDP모듈 제품의 구조 



 

  37 

지지하는 Frame, 그리고 X의 방열을 위한 Heatsink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성품들은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PDP모듈 제품군에는 66개 모델이 있으며, 모든 모델은 동일한 

공정 순서로 최종 조립라인을 거친다. PDP모듈 제품을 구성하는 

9개의 모듈 별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표시한 모듈의 

종류는 표준화, 공용화 활동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최대한 모듈을 

공용화한 결과로서, 추가적인 공용화를 통한 모듈 종류의 감소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PDP모듈 제품은 장치 산업과 조립 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생산시스템은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Panel을 가공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Panel과 나머지 모듈들을 투입하여 최종적인 PDP모듈 

제품으로 조립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2]에서 설명한 

9개의 모듈들이 투입되어 PDP모듈 제품을 만드는 최종 조립라인을 

<표 2> PDP모듈 제품군의 모듈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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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로 한다. 

PDP모듈 제품의 최종 조립라인은 [그림 13]과 같다. 최종 

조립라인은 체결 공정이 일렬로 연결된 수동 조립 라인으로써, 각 

공정에는 하나의 모듈이 투입되어 조립된다. 개별 공정의 작업자는 

이전 공정까지의 중간 어셈블리와 해당 공정에 투입된 모듈을 

인터페이스에 따라 체결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최종 

조립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의 생산 비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현재 PDP모듈 제품의 제품아키텍처는 모듈 수는 동일하나, 

인터페이스의 차이로 네 가지의 아키텍처가 존재한다.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종류는 [그림 14]과 같다. 제품군 내의 66개 모델은 네 

가지 인터페이스 종류 중 하나를 따르는 데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모델의 수는 [그림 14]과 같다. 

 

[그림 13] PDP모듈 제품의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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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 설정 

 

제 4장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적용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설계의 

기본 전제 조건인 인터액션을 도출한다. PDP모듈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인터액션은 구조 관계, 전원 관계, 신호 관계, 물질 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제품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된 9개의 

 

[그림 14] PDP모듈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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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간의 인터액션은 [그림 15]와 같다. 

분석된 인터액션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은 구조 

관계, 전원 관계, 신호 관계 인터액션 개별로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조합하여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생성한다. 인터액션 개별로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도출 

시에는 설계적인 제약 사항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구조 관계 인터액션의 경우, 인터페이스로 구현 시에 반영한 

제약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제품 전체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해서 전체 모듈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 둘째, Panel, Y_sus, Z_sus, 

PSU, Heat sink와 같은 모듈은 그 무게로 인하여 Frame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Y_sus와 Y_drv는 슬롯형 연결 방식의 

적용으로 Y_sus에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원 관계 인터액션의 경우, 반영한 제약 사항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인터페이스는 첫째, Y_sus와 Y_drv는 슬롯형 연결 방식의 

적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CTRL은 전원을 

 

[그림 15] PDP모듈 제품의 인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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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PSU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PSU와 다른 모듈과의 

전원 관계 인터액션은 CTRL를 경유하여 인터페이스로 설계 될 수 

없다. 

신호 관계 인터액션의 경우, 인터페이스로 구현 시에 반영한 

제약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신호 공급을 위해서 X, Y_drv, 

Z_sus는 Panel과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한다. 둘째, Y_sus와 Y_drv는 

슬롯형 연결 방식의 적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신호 관계 인터액션은 Y_drv를 경유하여 인터페이스로 설계 

될 수 없다. 

제약을 고려하여 도출된 인터액션 종류별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개수는 공간 관계는 25개, 전원 관계는 16개, 신호 관계는 

9개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제품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은 각 

인터액션 종류별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의 조합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 개수는 3,275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3,275개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개별로 가능한 공정 순서를 생성하여 

생산복잡도를 도출하였다. 

 

5.3 시나리오 별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제안한 최적 인터페이스 방법론이 

기여하는 바를 검증 해보고자, 현실에서 기업이 생산복잡도 감소 

활동을 추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표 3>과 같이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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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시나리오 별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도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복잡도 

최소화를 위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 

된다. 

 

5.3.1 시나리오 I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생산라인에서의 공정 순서를 변경시키지 

않고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만을 현재의 인터페이스 종류 중에 

하나로 통일하여 생산복잡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이다. 여러 

모델로 구성된 제품군이 조립되는 생산라인에서 모델들 간에 

인터페이스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각 공정의 작업자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공정을 준비해야 한다. 

시나리오 I은 개발 부문만의 활동을 통해서 제품군을 구성하는 

모델들의 아키텍처를 통일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표 3> 시나리오별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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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생산라인에서의 공정의 변경이나 작업자 재배치, 

생산 도구의 변경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모델들을 특정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으로 변경하는 재설계 비용만이 발생한다. 

기존 생산라인의 공정 순서 변경 없이,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만을 기존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 재설계 했을 

경우에 생산복잡도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인터페이스 III 또는 IV를 선택하여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것이 생산복잡도가 113.30으로 최소가 된다.  

 

5.3.2 시나리오 II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산라인에서의 공정 순서를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시나리오 I과 동일하나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를 현재의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지 않고 생산복잡도가 최소가 되는 새로운 

<표 4> 시나리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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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찾을 경우이다.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I과 

같이 개발 부문만의 활동을 통해서 제품군을 구성하는 모델들의 

인터페이스를 통일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기존 제품군 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전체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들 중에서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경우에는 시나리오 I과 같이 기존의 모델들을 선택된 

<표 5> 시나리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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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으로 변경하는 재설계 비용만 발생하며, 

생산라인에서의 공정의 변경이나 작업자 재배치, 생산 도구의 변경 

등에 의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생산라인의 공정 순서 변경 없이,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만을 생산복잡도가 최소가 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으로 재설계 했을 경우에 생산복잡도의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공정 순서의 변경 없이,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은 18개이고 그 때의 

생산복잡도는 111.13로 최소가 된다. 

 

5.3.2 시나리오 III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생산라인에서 공정 순서를 변경 시키면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만을 기존의 인터페이스 종류 중에 하나로 

통일하여 생산복잡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III은 

시나리오 I에서 생산 부문에서의 활동을 추가하여 주어진 

인터페이스에서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최적 공정 순서를 찾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들을 특정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으로 

변경하는 재설계 비용에 추가하여, 공정 순서의 변경에 따른 

작업자의 재배치, 생산 도구의 변경 등에 의한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 <표 6>는 인터페이스 종류 개별로 가능한 공정 순서에 

따라서 발생하는 생산복잡도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46 

생산복잡도가 최소가 될 때의 공정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인터페이스 III을 선택하여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것이 생산복잡도가 102.44로 최소가 된다. 인터페이스 III를 

선택했을 때 생산복잡도가 102.44로 최소가 되는 공정 순서는 

4가지가 도출된다. 

 

5.3.3 시나리오 IV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제 4장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및 공정 

순서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IV는 개발 부문과 생산 부문의 

협업을 통한 활동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별로 생산복잡도 

<표 6> 시나리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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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과 그 때의 공정 순서 도출하고,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시나리오 III과 같이 기존의 모델들을 선택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으로 변경하는 재설계 비용과 함께, 공정 

순서의 변경에 따른 작업자의 재배치, 생산 도구의 변경 등에 의한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 <표 7>는 4장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선택된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생산복잡도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표 7> 시나리오 IV 

 



 

  48 

생산복잡도가 최소가 될 때의 공정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은 2가지이며,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으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것이 

생산복잡도가 99.50로 최소가 되며, 이때의 공정 순서는 각각 

18가지가 나온다.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과 II은 생산복잡도 

최소값 및 그 때의 공정 순서는 동일하나,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I는 공정 순서에 따라서 최대값이 116.79로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I의 111.69 보다 공정 순서에 따른 변화가 0.10 크다. 

 

5.4 결과 토의 

 

생산시스템의 복잡도 감소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은 추가적인 장비와 공구의 

유연성 증가 또는 투입 부품의 종류 감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이는 PDP모듈 제품군을 생산하는 최종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복잡도 최소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8>은 앞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별로 생산복잡도의 최소값을 요약한 결과 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복잡도 최소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하고 

생산시스템의 공정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공정 자체의 유연성 

증가나 투입 모듈의 종류 감소 없이도 생산복잡도를 99.50까지 

감소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서, 제품의 라인업의 축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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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용화에 따른 차별화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 손실의 리스크 없이도 현재 생산시스템과 기술로써 

생산복잡도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를 봤을 때, 생산복잡도를 감소하는 

데에 있어서 제품아키텍처와 생산시스템을 연계한 개선 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I과 II를 비교 해보면 같은 공정 

순서를 가지는 생산시스템에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선택에 따라서 2% 정도의 생산복잡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나리오 I과 III을 비교 해보면 제품군의 인터페이스는 

동일하더라도 공정 순서에 따라서 11% 정도의 생산복잡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개발 부문에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재설계와 

생산 부문에서 공정 순서의 변경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생산복잡도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나리오 IV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의 공정 순서 변경이 같이 이루어질 때, 생산복잡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시스템의 

<표 8> 시나리오별 생산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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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를 감소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생산복잡도 감소 

활동은 생산시스템의 범위로 한정되거나 제품아키텍처와 분리되어 

개별로 추진 될 수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할 접근 방식임을 본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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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연구의 활용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품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는 공정의 유연성 확보나, 공정의 재구성 그리고, 

투입되는 부품 종류의 감소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시스템의 유연성 확보의 기술적 한계와, 제품 라인업 축소와 

부품 공용화의 매출 손실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생산시스템 내의 

공정 순서 재구성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 

순서의 재구성에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제약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시스템의 복잡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아키텍처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설계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추가적인 공정의 유연성 증가나 투입 모듈의 종류 감소 

없이도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할 수 있도록,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 제안하였다. 제안한 최적 인터페이스 

방법론이 기여하는 바를 검증 해보고자 PDP모듈 제품군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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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생산복잡도 최소화를 위한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론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생산복잡도 최소화를 

위한 제품군의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때의 공정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통하여 추가적인 

장비와 공구의 유연성 증가 또는 투입 부품 종류의 감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재설계와 생산시스템의 

공정 순서 변경을 통하여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2 기대 효과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제품 라인업의 축소 및 부품 공용화에 

따른 차별화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 

손실의 리스크 없이도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와 생산시스템의 

공정 순서 재배치를 통하여 현재 생산시스템과 기술로써 

생산복잡도를 줄일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의 생산복잡도 감소 활동은 생산시스템의 범위로 

한정되거나 제품아키텍처와 분리되어 개별로 추진 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생산복잡도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의 공정 순서 변경이 같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감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생산복잡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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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생산시스템과 

제품아키텍처를 연계 방법론이 활동 가이드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하여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공정 순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으로써, 시장에서 요구되는 제품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3 추후 연구과제 

 

연구의 한계점 및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수리적인 문제 해결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제 조건인 인터액션에서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생성과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에서 가능한 공정 순서 생성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향후에는 생산복잡도를 최소화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과 공정 순서의 선택에 있어서 수리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생산시스템의 구조 반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시스템을 작업자 선택 복잡도가 발생하는 일렬 수동 조립 

라인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전개하였다. 하지만 생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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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일렬 라인뿐만 아니라 병렬 또는 일렬과 병렬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라인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생산시스템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모듈화되어 있지 않는 제품아키텍처의 반영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히 모듈화된 제품을 가정하여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를 정의하였지만, 모듈화되어 있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능요소들에서 물리적 부품으로의 매핑 결과에 따라서 물리적 

부품 간의 상호작용인 인터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능요소들의 물리적 부품으로의 설계 구현과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재설계 비용과 생산시스템의 

공정 순서 변경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 선택에 있어서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복잡도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재설계와 공정 순서 변경 비용을 반영한다면 생산복잡도와 비용 

간의 트레이드 오프의 문제가 발생한다. 재설계 비용은 선택되는 

제품군의 인터페이스 설계 대안에 따라서 기존 모델들을 재설계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공정 순서 비용은 기존 대비 공정 

순서의 변경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추후에는 이런 비용의 

정의를 통하여, 생산복잡도와 비용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문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생산복잡도의 단위인 비트(Bit.)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제품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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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복잡도와의 관계에서 제품 다양성의 결정, 제품아키텍처의 

재설계, 생산시스템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생산복잡도의 단위인 비트(Bit.)의 경영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경영 지표와 연계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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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ies are releasing a variety of products that meet todays’ 

consumer needs. Amid fierce competition, product diversification has been 

ever accelerated so as to create higher demands an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Against this backdrop, it has been one of the major issues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o develop various products, while to minimize 

manufacturing complexity created due to increased product variety. 

Approaches for reducing manufacturing complexity created due to 

product variet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1) Increasing flexibility 

of the production system; 2) Reconfigur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3) 

Reducing variety of components to be input into production system. However, 

there exist technological limits in increasing flexibility of the production 

system. In addition, reduction of product portfolio or components-sharing 

might lead to loss in the market share and sales of the companies, hampering 

product differentiation. Therefore, reconfiguration of production system might 

be one of the realistic approaches to reduce manufacturing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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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figuration of the production system is subject to constraints of 

interface within product architecture.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a 

Mixed Manual Assembly Line which produces product family with various 

models, the interface among the models within product family has to be 

shared in order to reduce manufacturing complexity.  

Therefore, interface design for the product family is of importance in 

order to reduce manufacturing complexity, without having to increase 

flexibility of process or to reduce variety of input components additionally.   

This paper looks into issues involved in designing interface in product 

architecture in response to manufacturing complexity created due to product 

variety. The paper also proposes an effective methodology to design interface 

considering manufacturing complexity. To this end, this paper will provide a 

model to evaluate interface design alternatives according to the Operator 

Choice Complexity(OCC) in a Mixed-Manual Assembly Line, and validate 

contribution of the methodology to reducing manufacturing complexity by 

applying it to a PDP Module and its final assembl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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