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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사회적으로 점점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제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끝난 후의 시점이다. 기존에는 수명 주기가 끝난 후에는 제품의 구매자가 폐기를 

맡았다면 제품이 복잡해지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기업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그에 따라 기업은 제품의 사용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회수 후 처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중 제품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품을 회수하는 것은 가치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다.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즉 가치가 있는 목표 부품을 결정하는 

것은 해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각 제품이 수명 주기 중간에 거쳐온 

환경에 따라서 내부 부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가치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초기 검사를 통한 해체 순서 결정에서 초기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사용성에 대한 예측이 틀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에 대한 선택적 해체를 위한 

계획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표 부품의 결정에 따라 최적의 해체 순서를 동적 계획법을 

통해 결정하고 나온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동적 계획법에 대한 개선으로 

재사용성에 대한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보완한다. 

사례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했던 선택적 해체 계획법을 바탕으로 실제 무선 

마우스를 활용하여 적용한다. 적용할 때 있어서, 실제로 재사용성에 대한 판단이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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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을 통한 해체 순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재사용성이 부품마다 

다르게 적용될수록 선택적 해체 순서 역시 변화하였다. 더 나아가서 해체 비용이 변화함에 

따라서 진행되는 해체 작업 수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예측 실패 

확률이 제품이 해체 과정으로 진행될 때마다의 변화 추세에 대하여 보았다. 점점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가며 모델 자체가 하나의 점으로 개선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제시한 계획법이 실제로 초기 단계의 선택적 해체에 있어서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선택적 해체, 해체 순서 결정, 동적 계획법, 정보 업데이트 

학번: 2017-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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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을 끝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에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제품이 복잡화됨에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의 정부들은 기업에게 점점 더 

많이 제품의 수명주기가 끝난 후의 책임에 대해 묻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EU에서 

법으로 지정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이다. WEEE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회수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함으로써 전기·전자 제품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고려하였다. WEEE 말고도 이와 유사한 회수 책임에 

관련한 법들이 점차적으로 국가들에서 나타남에 따라 기업들은 회수되는 제품의 

처리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품의 전체적인 수명 주기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제품은 처음의 제조 

과정을 거쳐 시장에서 판매되어 사용된 후 수명 주기의 종료가 발생한다. 이 중에서 

수명 후 제품(End-of-Life Product)을 회수할 때 있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은 

<그림 1> 제품의 수명 주기와 수명 주기 후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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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명 후 제품의 회수가 진행된 후 해당 제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확인 후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폐기(Disposal)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재자원화(Recovery)라고 

표현된다(Hundal, 2001). 그 중 재사용은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에서 예비 부품이나 

기타 품목으로 얻은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의사결정과 비교했을 때 부품 

사용에 있어서 제조 과정이 필요치 않고 폐기에 따른 비용도 배제시킬 수 

있다(Whitney, 2004). 따라서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 재사용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회수 후의 제품은 해체 과정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회수하여 가치를 

창출해낸다. 부품의 회수에 있어서 기존 해체 과정이었던 제품의 모든 부품을 

해체하는 방법과 달리 불필요한 해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품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Kara et al(2005)가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 대한 선택적 해체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택적 해체는 <그림 2>과 같이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림 2>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의 재사용 



 

 3 

재사용을 진행할 목표 부품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해체 과정을 거쳐서 전체 제품 

중에 목표 부품만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품은 수명 주기 중(Middle-of-Life)에 제품마다 다양한 환경과 마주하게 된다. 

다양한 환경은 온도, 습도와 같은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 

습관 같은 사용자에 관련된 환경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사용 주기가 끝난 

제품들의 부품 상태의 차이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처음에는 모두 같은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출하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회수될 때는 각 부품 별로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제품마다 서로 다른 선택적 해체 과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이 해체 과정으로 들어왔을 때 판정하는 초기 검사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즉, 초기 검사로 얻는 제품에 대한 정보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선택적 해체는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얻지 못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품의 해체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가질 수 있는 예측에 있어서의 실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해체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는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의 가치의 

최대화에 영향을 준다. 제품마다 서로 다른 해체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제품의 해체 

계획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품이 들어왔을 때 해체 

작업의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측 실패할 확률의 존재는 

해체 작업의 순서의 결정에 있어서 위험성을 항상 포함시킨다. 결과적으로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의 가치 최대화를 위해서 제품의 상태와 예측 오차를 고려하여 목표 

부품 선택의 결정이 필요하다. 



 

 4 

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7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선택적 해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체 과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해체 과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했는지, 혹은 

해체 순서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접근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 

이후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과 본 연구가 가지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와 제안하고자 하는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해 

보인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제품의 구조와 해체 과정에 대해서 정의한다. 

또한 제품의 구조와 해체 과정간의 관계를 다루는 전환 매트릭스에 대해 소개한다. 제 

5장에서는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 모델에 대해 논한다. 전환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한 

동적 계획법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동적 계획법 모델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 6장에서는 앞서서 제시했던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 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킨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선 마우스에 대하여 진행한 결과를 나타냈고 주변 조건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해체 순서의 변화와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사례 적용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 7장에서는 사례 적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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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해체 과정 

 

기존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 해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립의 역과정이라는 시선이 

존재했다. 이런 조립의 역과정이라는 시선은 제품의 해체 과정에 있어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조립 순서를 알 수 있는 자재명세서(Bills of Material)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Veerakamolmal and Gupta(1999)은 제품의 자재명세서(Bills of 

Material)를 바탕으로 하여 사례기반추론(Cased-Based Reasoning)으로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의 부품에 있어서의 부품의 재사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득을 가져오는 

처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Kuo(2006)와 González and Adenso-Díaz(2005) 역시 

자재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 구성 요소와 조립 관계를 고려한 해체 전략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재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해체는 자재명세서 상에서 다른 계통에 있지만 

실제로 부품 간의 연결관계로 인해 동시분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체 과정은 조립 과정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를 반영해야 

한다(Whitney, 2004). 이러한 해체 과정에서의 특성을 바탕으로 Lambert and 

Gupta(2016)에 따르면 해체는 제품 내부의 부품들에 따라 모든 부품을 끝까지 

해체하는 완전한 해체(Complete Disassembly)와 필요한 목표 부품이 존재하여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해체를 진행하는 선택적 해체(Selective Disassembly)로 나누었다. 

해체에 있어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해체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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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이 시선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이 가지는 주요 

특성들이 모두 결정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Ulrich, 2003). 주로 해체에 있어서의 해체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Takeuchi and Saitou(2008)는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제약조건 하에서 해체 난이도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은 해체되었을 때 높은 가치가 있는 제품에 대해 더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유도한다. Kwak(2009, 2011)는 제품 설계에 따라 제품 내부 부품의 재사용 

혹은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각 제품 설계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계에 있어서 EOL 모듈을 제안하여 해체 방법과 그 후 모듈의 

처리에 있어서의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역시 진행했다.  

그렇지만 설계에 있어서 제품의 해체 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해체만 고려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제품의 성능 관점에서는 섣불리 고려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즉, 해체가 용이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품이 보일 수 있는 성능이 

하락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기에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구조가 

결정된 제품에 대한 해체를 다룰 필요성이 존재한다. 

Kara et al(2005)는 전체 제품의 부품 중 재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품에 대해 

일부만 해체해야 한다는 선택적 해체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선택적 해체 개념의 

등장으로 다른 구성 요소를 최소한으로 제거하며 목표로 선택된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해체 순서를 결정시킨다. 제품이 복잡해지고 커짐에 따라 이러한 선택적 해체에 대한 

개념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선택적 해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제품 내부 부품 품질의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다. 제품 자체로는 내부 부품들의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 해체의 

범위 역시 까다롭게 된다. 그에 따라 제품의 품질의 불확실성에 대해 다루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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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진행되어 왔다. 

Geiger and Lenz(1996)은 제품의 해체 과정에 있어서 각 작업 단계마다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해체 작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제품의 상위 부품이 하위 

부품에게 주는 영향을 알고 있을 때의 최적의 해체 순서를 결정하였다. Ya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해체 과정에 있어서 해체 작업의 단계마다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들간의 관계를 확률로 나타내어 해체 순서를 도출하였다.  

그 외에도 Ilgin et al(2011), Gonnuru(2013)은 제품 부품 품질의 불확실성을 부품 

내부의 센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줄여서 해체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 역시 존재했다. 

 

2.2 해체 순서 결정 

 

제품의 구조와 그에 따른 해체 순서를 결정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빈번하게 진행 

되어왔다. Kongar and Gupta(2006)은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 각 부품이 가지는 가치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체순서를 결정하였다. 이 때,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Rickli and Camelio(2014)는 제품의 수명 분포로 

부품의 품질을 정의하였다. 부품마다의 수명은 다르기 때문에 분포를 통해 부품들의 

남은 수명을 가정한 후 그에 따라 품질을 높게 가져가는 부분 해체의 순서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체 과정을 해체 나무(Disassembly Tree)의 형태로 표현하여 해체 순서를 

결정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어 왔다. 해체 나무의 경우 해체 작업간의 관계를 계층적인 

구조로 나타낸 것으로 그래프 형태의 표기로 이루어졌다. Johnson and Wang(199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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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해체 나무를 제안하여 제품의 구조와 그에 따른 작업들의 계층적 관계를 

나타낸 후 해체 순서를 결정하였다. Smith et al(2012)는 목표 부품 각각이 요구하는 

해체 작업을 DSSG(disassembly Sequence Structure Graph)를 제안하여 표현하였다. 

DSSG는 선택적 해체 순서를 계층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해체 작업을 한번에 고려하여 전체 제품에서의 최적 해체순서를 찾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Luo et al(2016)은 다층으로 구현된 제품 설계와 선택적 분해에 있어서 

최적 해체 순서 탐색을 통합시켰다. 통합됨으로 인해서 근 최적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의 개선을 이루었다. 

De Mello and Sanderson(1991)은 해체 계획에 있어서 AND/OR 그래프 사용을 

제안하였다. AND/OR 그래프에서 각 마디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형태를 의미하고 

해체 작업은 그 사이를 잇는 호로 나타내어 그 사이 관계를 AND 혹은 OR의 형태로 

규정하였다. Lambert(2002)는 전자 제품에 대하여 AND/OR 그래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해체 작업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었고 제품의 구조에 따른 제약 조건을 

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도출함으로써 최적의 해체 순서를 구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Kim and Lee(2017)은 AND/OR 그래프에서의 선택적 해체 작업에 있어서 

확장 된 과정 그래프를 이용하여 해체 순서의 탐색 속도를 올리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기존 연구의 한계점 

 

제품의 해체에서는 이미 설계된 상태에서 완전한 해체가 아닌 선택적 해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택적 해체의 연구에 있어서 제품 내부 부품의 품질에 대한 고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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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다. 주로 연구들은 각 제품의 해체 작업마다의 검사를 통해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하지만 선택적 해체에 있어서 각 해체 작업마다 제품 부품을 

검사하는 것은 전체 해체 과정에 있어서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실제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기존 해체 순서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나의 제품 구조에 대해서만 해체 

순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해당 제품의 부품의 구조에 따라 품질을 정의하고 

그래프 또는 유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체 순서를 결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체 순서의 결정은 제품의 전체 상태 및 품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내부 부품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품을 해체해 나가면서 얻은 정보로 인해 개선될 수 있는 

해체 과정에 대한 반영 역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검사만을 통하여 선택적 해체 작업을 하는 

상황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해체 순서의 결정에 있어서 내부 부품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과 해체 과정이 진행됨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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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 및 연구 프레임워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획법은 사용 주기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 초기 검사를 

바탕으로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선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선택적 해체 순서를 

결정하고 해체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개선된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을 제공하는 

계획법이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체 과정에서는 사용 주기가 끝난 제품이 회수되어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검사가 진행된다. 제품에 대한 검사는 육안 확인, 시스템 점검, 센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검사는 제품의 각 부품의 재사용성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예상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해체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재사용 가능한 목표 부품들을 결정한다. 그 후 가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 부품들을 바탕으로 선택적 해체 순서를 결정한다. 선택적 해체 순서의 

결정은 동적 계획법 모델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동적 계획법을 통해서 해체 

과정으로 들어온 제품은 가치를 최대화하는 해체 작업들이 결정되어 다음 단계에서 

해체가 진행된다. 그 후 해체가 진행된 제품에 대해 실제 재사용 가능 여부와 예상 

<그림 3> 선택적 해체 계획법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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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간의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선택적 해체가 진행된 동적 

계획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그림 3>에 나타나있다. 

이 계획법이 제품의 해체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초기 검사를 통한 제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해체가 가능하고 제품의 해체 과정마다 선택적 해체의 

모델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제품이 해체 과정을 거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기존 해체 과정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 없이 

모든 부품에 대해 해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선택적 해체가 진행되었더라도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얻지 못하였거나 그 반대로 쓸모 없는 부품까지 해체가 진행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나타낸 모델을 적용하여 제품마다 결정된 목표 부품에 대한 

선택적 해체 순서를 제공하며 실제 결과와 비교하여 해당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그에 따라서 더 나은 개선된 모델을 점차 제공해 나가며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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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품 구조와 해체 과정 

 

4.1 제품 구조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 모델에 앞서서 제품의 구조의 대해 정의가 필요하다. 

구조와 해체 작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체는 조립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로 일부 시선에서는 조립의 역과정으로 

고려하는 시선이 존재했다(Whitney, 2004). 이러한 시선에서는 제품의 구조와 해체 

과정을 제품의 자재명세서에 의존한다. 하지만 자재명세서에 의존할 경우에는 해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계통도의 부품이 같이 나오는 경우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의 구조를 정의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4.1.1 부품과 조립부품 

 

본 연구에서 제품의 구조(Product Architecture)는 부품(Component)과 

조립부품(Subassembly)으로 구성된다. 부품은 해체에 있어서 가치를 가지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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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의 해체단위이다. 여기서의 부품은 더 이상 가치를 가지는 하위 부품으로 해체될 

수 없다. 이러한 부품들은 서로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로 결합되어 

조립부품을 구성한다. 조립부품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해체 후 부품이 

발생했을 때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림 4>는 부품과 조립부품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4.1.2 해체 선후관계 

 

제품 해체에 있어서 원하는 부품을 아무 상태에서나 해체할 수 없다. 제품 해체에 

있어서 내부에 있는 부품일수록 그 부품을 감싸거나 가리고 있는 다른 부품들의 

해체가 필요하다. 즉,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 부품 간의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해체 

선후관계는 제품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선후관계의 경우 해체 작업간 순서의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ng and Wong(1999)가 제안한 선후관계 그래프(Precedence 

<그림 4> 부품과 조립부품의 관계 



 

 14 

Graph)로 제품 내부의 부품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내었다. 선후관계 그래프에서 마디는 

제품 내부의 부품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호는 방향성을 가지며 부품 사이를 연결한다. 

호의 방향성은 해당 부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품이 먼저 해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를 들어 <그림 5>와 같은 선후관계 그래프에서 4번째 부품이 

해체되기 위해서는 앞의 3개의 부품의 해체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해체 과정 

 

제품의 구조뿐만 아니라 제품의 해체 과정에 대한 정의 역시 중요하다. 앞에서 

제품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졌고 그 요소끼리 어떠한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면 해체 과정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수명 후 제품마다 해체되어 나오는 부품의 변화, 즉 

제품에 맞는 해체 과정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그에 따라 본 장에서는 

해체 과정에 있어서 정의되는 해체 작업과 해체 작업들의 조합으로 인해 나오는 해체 

과정의 결과물의 차이에 대해 나타낸다. 

<그림 5> 선후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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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해체 작업 

 

해체 작업(Disassembly Operation)은 조립부품을 하위 부품과 하위 조립부품으로 

해체하는 작업이다(Lambert, 2002). 이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부품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거되게 된다. <그림 6>과 같이 부품 A, B, C, D, E로 이루어진 

조립부품이 있을 때 해체 작업 1에 의해 A라는 하위 부품과 조립부품 B, C, D, E를 

얻을 수 있다. 이어서 작업 2에 의해서 남은 조립부품 B, C, D, E는 B라는 부품과 

조립부품 C, D, E로 해체된다. 또한 해체 과정은 조립부품을 해체하는 해체 작업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6>의 해체과정에서는 해체작업 1, 2, 3, 4을 조합하여 

해체과정을 설계함으로써 기존 조립부품에서 모든 하위부품 A, B, C, D, E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림 6> 해체 작업과 해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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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선택적 해체 

 

제품의 선택적 해체는 제품마다 그 제품의 상태에 따라 해체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체 작업의 조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체 작업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면 

해체에 있어서 나오는 결과물 역시 달라지게 된다. <그림 6>에서 다루었던 

조립부품의 해체 과정에 대해 다양한 해체 작업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있던 해체 작업의 조합은 1, 2, 3, 4를 시행하면 모든 부품 A, B, C, D, E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초기 검사를 바탕으로 B, C라는 부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체 

작업 1, 4만을 진행하게 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품 A, D, E 만 따로 해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품의 해체 과정의 결정은 해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3 전환 매트릭스 

 

제품 내부를 구성하는 부품과 조립부품 및 해체 선후관계를 통해서 전환 

매트릭스(Transition Matrix)를 도출해 낼 수 있다. Lambert(2002)에 따르면 전환 

<그림 7> 해체 과정에 따른 결과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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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는 해체 가능한 부품과 조립부품(Feasible Component and Subassembly)과 

실행 가능한 해체 작업(Feasible Disassembly Operation)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어진다. 

전환 매트릭스의 행에는 해체 가능한 부품과 조립부품이 표시된다. 또한 해체 가능한 

조립부품을 다른 조립부품과 부품으로 나누는 실행 가능한 해체 작업은 열에 나타난다. 

이 때 <표 1>과 같이 행렬값은 각 실행 가능한 해체 작업이 진행될 때 관련이 있는 

해체 가능한 부품과 조립부품과 관련이 있다. 작업이 진행될 때, 해체되는 조립부품은 

-1의 값을 가지며 작업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부품 및 조립부품은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 외의 칸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나타내며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전환 매트릭스는 해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체되고 

생성되는 부품 및 조립부품에 따라 가능한 해체 작업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해체 순서가 결정되게 된다. 즉, 해체 과정에 있어서 순서의 표현을 손쉽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품의 특성상 한 번 해체된 조립부품은 다른 

방식으로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 합이 0이되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하는 등 

동적 계획법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약조건을 부여하는데 용이하다. 

  

<표 1> 전환 매트릭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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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 모델 

 

최선의 선택적 해체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동적 계획법 

모델(Dynamic Programming Model)을 도입하였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체 

작업들은 과정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의 선택을 하는지 

통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해체 작업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떠한 

해체 순서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해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혹은 

소모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제품에 있어서 앞서서 가정했듯이 최종적인 

가치는 회수되어 나오는 부품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역방향 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바탕으로 한 동적 계획법을 본 연구에 적용시켰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적 계획법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사용 

주기가 끝난 제품에 있어서의 최대 가치를 얻어내는 데 있다. 가치란 해체 과정의 

제품에 있어서 부품을 회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재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앞 단계의 해체 작업의 선택은 뒤의 단계의 해체 작업에 영향을 받는 점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의사결정을 위한 동적 계획법 모델은 다음과 같다. 

 

5.1 시점과 상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모델에서의 시점(Time)은 하나의 실행 가능한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위치로 정의된다. 또한 그 시점에서 진행되는 해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상태(State)로 정의한다. 즉, 𝑡번째로 𝑗라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𝑡시점에서의 상태는 𝑗라는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식(4.1)과 같이 



 

 19 

나타난다. 상태와 상태 사이에는 다른 시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시점과 상태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가진다. 

 

상태에는 해체와 관련한 세 가지의 정보가 포함된다. 포함되는 정보들은 

기록집합(History Set), 상태제품정보(Product Status), 상태회수부품(Collected 

Component Set)이다. 이 정보들은 현재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이득과 그에 따른 

다음 상태로의 이동에 관여한다. 

첫 번째 정보는 기록집합으로 해당 시점까지 거쳐온 상태들의 정보가 기록된다. 

<그림 8>과 같이 t시점까지 일련의 해체 작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진행했던 작업들이 

집합의 형태로 기록된다. 기록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전환 매트릭스에 기반하여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해체 작업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의 해체 작업을 통해 어떠한 부품과 

 𝑋𝑡 = 𝑗  (4.1) 

<그림 8> 동적 계획법에서의 시점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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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부품이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집합은 식(4.2)와 같이 

상태들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𝐻(𝑡) = {𝑋1 = 1,𝑋2 = 3,  … ,𝑋𝑡 = 𝑗}                           (4.2) 

 

상태제품정보는 현재 상태에서의 제품의 정보를 나타낸다. 제품의 정보는 부품과 

조립부품의 집합의 형태로 표시된다. 이러한 상태제품정보는 해체에 있어서 현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 구조로 기록집합과 전환 매트릭스를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이다. 상태제품정보에서 조립부품 자체는 부품의 집합의 형태이므로 식(4.3)과 

같이 상태제품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𝐶1, {𝐶2,𝐶3},  … , {𝐶𝑚−1, 𝐶𝑚}}   (4.3) 

 

상태회수부품은 현재 상태까지 회수된 부품에 대한 정보이다. 상태제품정보로부터 

집합이 아닌 원소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회수부품은 누적의 형태로 해당 

상태까지 진행했을 때 부품만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해체 작업 순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 상태회수부품은 기존에 정의된 제품 구조에서의 각 부품에 

대한 이진변수로 나타나며 시점 𝑡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 이는 식(4.4)처럼 

나타난다. 

 

 

 

(4.4) 

 



 

 21 

5.2 상태 이동 

 

해체 과정에서의 상태에서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현 시점에서의 해체 

작업이 종료되게 되면 다음 시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시점이 이동할 때 상태 역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상태 이동(State Transition)이라고 한다. 상태 이동은 항상 

작업이 종료된 후 발생한다.  

상태 이동이 발생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변화하게 된다. 가지고 있는 정보인 

기록집합, 상태제품정보, 상태회수부품 모두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9>와 

같이 𝑡시점에서 𝑗  해체 작업이 종료 된 후 𝑡 + 1시점으로 상태 이동이 발생하며 

새로운 해체 작업 𝑗′이 𝑡 + 1시점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기록집합은  𝐻(𝑡 + 1)로 변화하면서 𝐻(𝑡)에서 𝑋𝑡+1 = 𝑗′  원소가 

추가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태제품정보는 해체작업 𝑗′이 진행되면서 작업에 의해 

<그림 9> 동적 계획법에서의 상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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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받는 조립부품에 대해서 집합 형태로 표현된 조립부품에서 집합의 부분집합 혹은 

원소로 변화하게 된다. {𝐶𝑚−1, 𝐶𝑚}라는 조립부품이 존재하고 해체작업 𝑗′에 의해 부품 

둘로 해체되었다면 𝐶𝑚−1과 𝐶𝑚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태회수부품은 

𝑡 시점에서의 상태회수부품에서 해체작업 𝑗′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품에 해당하는 

원소가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만약 해체작업에서 새로운 부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𝑡시점에서의 상태회수부품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예시를 들었던  {𝐶𝑚−1, 𝐶𝑚}이 

부품 둘로 나누어졌다면 상태회수부품의 𝑚 − 1번째와 𝑚번째의 원소가 0에서 1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3 재사용성 

 

사용 주기가 끝난 제품이 들어올 때 초기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초기 

검사를 통하여 가치가 존재하는 부품이 재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림 10> 상태 이동에서의 정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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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초기 검사를 통한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변수를 부품마다의 이진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부품의 예측 재사용성(Predicted Reusability of 

Component)이라고 하고 부품들의 예측 재사용성 𝑟0⃑⃑⃑⃑ = [𝑟1
0, 𝑟2

0, … , 𝑟𝑚
0]은 식(4.5)와 

같이 나타낸다. 

 

   

 

(4.5) 

 

초기 검사에 대한 재사용 판단 여부는 실제로 모든 해체가 진행되었을 때 그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초기에 알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품이 재사용 가능한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의 부품마다의 

실제 재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실제 재사용성(Real Reusability) 역시 정의가 가능하다. 

부품의 실제 재사용성은 𝑟𝑐𝑖는 식(4.6)과 같이 표현된다. 

 

 

 

(4.6) 

 

실제 해체 순서 결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실제 재사용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체 

순서 결정을 위해서 초기에 판단했던 부품의 예측 재사용성이 일정 확률을 통해서 

변할 확률이 있다고 보게 된다. 즉, 예측 재사용성에 대한 예측 실패 확률(Prediction 

Error Probability)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예측 실패 확률은 <그림 11>과 같이 초기에 

재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어도 실제로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을 반영한다. 물론 각 상황에서 초기 판단 그대로 실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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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확률은 실제 상황에서 초기 검사의 방식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방식이 새로 

적용될 때마다 예측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예측 실패 확률이 결정되게 

된다. 

 

 

<그림 11> 초기 판단의 예측 실패 변화 

예측 실패 확률은 기존에 판단한 재사용성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어 

진다. 부품 i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판단이 틀렸을 확률이 𝑝𝑖이고 재사용 불가능한 

판단이 틀렸을 확률이 𝑞𝑖로 정해진다. 각각에 대해 초기 판단 그대로의 결과를 얻을 

확률은 1에서 각각이 틀렸을 확률을 뺀 값으로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측 실패 

확률은 식(4.7)과 같이 조건부확률로 나타나게 된다. 

 

 

𝑃(𝑟𝑐𝑖 = 0|𝑟𝑖
0 = 1) = 𝑝𝑖 

𝑃(𝑟𝑐𝑖 = 1|𝑟𝑖
0 = 1) = 1 − 𝑝𝑖 

 𝑃(𝑟𝑐𝑖 = 1|𝑟𝑖
0 = 0) = 𝑞𝑖 

         𝑃(𝑟𝑐𝑖 = 0|𝑟𝑖
0 = 0) = 1 − 𝑞𝑖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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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측 실패 확률의 계산 및 정보 업데이트 

 

예측 실패 확률은 동적 계획법 모델의 밖에서 작용하여 모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러한 예측 실패 확률은 초기 검사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재사용성에 대한 

판단이 틀릴 횟수에 기반한다. 즉, 각 부품에 대해 전체 해체 횟수 중 실제와 다른 

재사용성으로 판단하게 될 횟수로 예측 실패 확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품 i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재사용 가능성이 

불가능할 가능성인 𝑝𝑖를 예로 들었을 때 부품이 해체되는 전체 횟수는 𝑁(𝑟𝑖
0 = 1)로 

나타난다. 이 중 실제 결과가 재사용성에 대한 판단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확률로 나타낸 𝑁(𝑟𝑐𝑖 = 0 | 𝑟𝑖
0
= 1)이 틀린 재사용성으로 판정하게 된 횟수가 

된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실패확률은 식(4.8)과 같이 계산된다. 

 

  𝑝𝑖 =
𝑁(𝑟𝑐𝑖 = 0 | 𝑟𝑖

0
= 1)

𝑁(𝑟𝑖
0 = 1)

 (4.8) 

 

만약 반대인 경우, 즉 재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초기에 판단했지만 마지막에 

해체되어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재사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해체의 

목표로 진행되지 않지만 해체 과정에서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작업의 결과에 의해서 

해당 부품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반영이 가능하다. 그에 

따른 예측 실패 확률은 식(4.9)와 같이 나온다. 

 



 

 26 

 𝑞𝑖 =
𝑁(𝑟𝑐𝑖 = 1 | 𝑟𝑖

0
= 0)

𝑁(𝑟𝑖
0 = 0)

 (4.9) 

 

 

이러한 예측 실패 확률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수명 주기가 끝난 제품에 대해 동적 모형을 진행했을 때 실제 결과와 비교하여 

밖에서 작용하는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모형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수의 

변화는 정보 업데이트(Information Update)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제품의 해체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반영되는 형태로 <그림 12>와 같이 이루어진다. 

 

5.5 점화 관계 

 

동적 계획법 모델에 있어서 점화 관계(Recurrence Relation)은 각 상태마다의 

반복되어 표현되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화 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의 

가치가 다음 상태의 가치를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방향(Backward) 

방식을 통하여 최적의 해체 순서의 결정이 가능하다. 

 

 

<그림 12> 해체 과정 종료 후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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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작업 가능 집합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 각 해체 작업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존재한다(Lambert, 

2002). 그렇기 때문에 각 상태에 있어서 갈 수 있는 다음 상태의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다. 이를 작업 가능 집합(Feasible Operation Set)이라 정의한다. 작업 가능 집합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태들의 정보, 즉 기록 집합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𝐹𝑂(𝐻(𝑡))라 표현된다. 

작업 가능 집합은 전환 매트릭스에 기반하여 얻을 수 있다. 𝑡시점에서 해체 작업 

𝑗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거쳐온 기록 집합에 있어서 작업 𝑗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 기록집합에서 작업 𝑗 는 제외되게 된다. 작업 𝑗 가 

제외됨으로써 추가 되는 가능한 작업이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전환 매트릭스 

상에서 작업 𝑗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품과 조립부품은 𝑇𝑘𝑗 = 1을 만족하는 𝑘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품과 조립부품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해체 작업이 

작업 가능 집합에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나온 모든 𝑘에 대해 𝑇𝑘𝑗′ = −1를 

만족하는 모든 작업 𝑗′  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음 시점으로 갈 때 작업 가능 

집합은 식(4.10)과 같이 표현된다. 

 

 
𝐹𝑂(𝐻(𝑡 + 1)) = (𝐹𝑂(𝐻(𝑡)) − {𝑗} − {𝑙|𝑇𝑘𝑙 = −1,  𝑇𝑘𝑗 = −1,  ∀𝑘}) 

∪ {𝑗′| 𝑇𝑘𝑗′ = −1,  𝑇𝑘𝑗 = 1,  ∀𝑘} 
(4.10) 

 

작업 가능 집합 역시 점화 관계를 통해 나타나긴 하지만 제품에 대한 전환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기록 집합을 

투입하면 앞에서 진행한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작업 가능 집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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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종료 조건 

 

제품의 해체 작업 결정에 있어서 각각의 작업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작업 가능 집합 중에 이와 같은 가치의 기댓값이 의미가 

없는 값을 가지게 될 때 더 이상 해체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즉 

작업 가능 집합에 있는 각 작업의 선택지가 모두 음수의 가치 기댓값을 가지게 될 

경우 해체 과정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해체 과정이 종료되게 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종료 상태(Terminate State)이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하나의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작업 가능 집합에 종료 상태를 포함한 

집합에 속하게 된다. 종료 상태는 실제로는 더 이상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지의 기댓값은 0으로 정해진다. 

 

5.5.3 이익·손실 기댓값 계산 

 

제품의 해체 과정에서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 상태에 대해서 <그림 13>과 

같이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상태에서의 이익(State Benefit)는 그 상태에서 

<그림 13> 상태에서의 이익과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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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부품에 영향을 받는다. 부품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품이 가지는 

가치를 표현한 부품 가치(Component Benefit)인 𝐵𝑖를 바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각 

상태가 가지는 상태회수부품은 누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 전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이 그 상태에서 얻은 부품이 된다. 부품 i가 해당 상태에서 

나왔는지의 여부는 식(4.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해체 과정에서 제품을 다시 

조립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식(4.11)은 0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식(4.12)와 같이 각각 부품에 대한 합산으로 

계산된다. 

 

 𝐶𝑆𝑖
𝑡 − 𝐶𝑆𝑖

𝑡−1 (4.11) 

 ∑(𝐶𝑆𝑖
𝑡 − 𝐶𝑆𝑖

𝑡−1) ∗

𝑖

𝐵𝑖 (4.12) 

 

여기서 해체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품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태의 이익 기댓값은 예측실패확률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된다. 각 

부품에 대해서 초기 검사에 의해서 재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재사용 가능하다고 밝혀져야 그에 대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실패확률을 𝐸(𝑟𝑐𝑖|𝑟𝑖
0)로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재사용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바뀌어서 재사용이 가능해질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태의 이익 기댓값 함수 𝑓는 식(4.13)과 같이 나타난다. 

 

 𝑓(𝐶𝑆𝑖
𝑡 ,  𝐵𝑖, 𝐸(𝑟𝑖

𝑇|𝑟𝑖
0)) =  ∑ (𝐶𝑆𝑖

𝑡 − 𝐶𝑆𝑖
𝑡−1) ∗𝑖 𝐵𝑖 ∗ 𝐸(𝑟𝑐𝑖|𝑟𝑖

0)   (4.13) 

 

그와 반대로 상태에서의 손실은 그 상태에서 진행한 작업에 소모되는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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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결정된다. 작업 소모 비용은 부품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작업 𝑗  에 대해 𝑑𝑗의 비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식(4.14)으로 나타난다. 

 

 𝑓(𝐶𝑆𝑖
𝑡,  𝐵𝑖 , 𝐸(𝑟𝑖

𝑇|𝑟𝑖
0)) − 𝑑𝑗 (4.14) 

 

5.5.4 점화 관계식 

 

결과적으로 선택적 해체 과정에서 해체 순서의 결정을 위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의 이동은 점화 관계로 표현된다. <그림 14>와 같이 작업가능 집합으로 

진행되거나 종료되게 된다. 각 상태는 그 상태로 갈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𝑡  시점에서 𝑗  해체 작업을 진행했을 때의 가치는 𝑉(𝑋𝑡 = 𝑗)와 같이 

<그림 14> 상태 이동의 점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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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다음 상태로의 진행에 있어서 해체 과정은 가장 가치가 높은 선택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식(4.15)와 같이 최대화(Maximize) 함수로 표현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의 기록집합을 바탕으로 한 작업 가능 집합과 종료 조건의 선택이 발생한다. 

 

 𝑚𝑎𝑥(𝑉(𝑇𝑚),  𝑚𝑎𝑥 (𝑉(𝑋𝑡+1 = 𝑗′)|𝑗′ ∈ 𝐹𝑂(𝐻(𝑡)))) (4.15) 

 

위의 최대화 함수와 각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손실 기댓값을 모두 고려하면 

해체 과정에 있어서의 점화 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 완성된 점화 관계는 식(4.16)과 

같이 나타난다. 가치 함수 안에 가치 함수가 있는 형태로 역방향 귀납법을 통하여 

순서에 따른 가치가 계산되어 최적의 선택적 해체 순서의 결정이 가능하다. 

 

 
𝑉(𝑋𝑡 = 𝑗) = 𝑚𝑎𝑥(𝑉(𝑇𝑚),  𝑚𝑎𝑥 (𝑉(𝑋𝑡+1 = 𝑗′)|𝑗′ ∈ 𝐹𝑂(𝐻(𝑡))))

+ (𝑓(𝐶𝑆𝑖
𝑡,  𝐵𝑖 , 𝐸(𝑟𝑖

𝑇|𝑟𝑖
0)) − 𝑑𝑗)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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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례연구 : 무선 마우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했던 선택적 해체 계획법을 무선 마우스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Python 언어를 바탕으로 동적 계획법을 구성하였다.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을 위해서 무선 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 구조와 해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전환 매트릭스를 우선적으로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역시 얻는다. 그 후 정보 업데이트로 인해 변화되는 선택적 해체 과정과 예측 실패 

확률의 변화 추세를 통해 선택적 해체 계획법의 적용에 대해 보인다. 

 

6.1 제품 구조와 해체 작업 

 

선택적 해체 계획법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해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제품의 구조와 진행할 수 있는 해체 작업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체 작업의 경우 같은 동작을 하게 되더라도 대상이 되는 부품과 조립부품에 따라 

다른 작업으로 인식된다. 우선적으로 마우스를 구성하는 부품은  <그림 15>와 같이 

12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각각에 대한 코드 및 명칭은 <표 2>와 같다. 

제품의 구조에 따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해체를 직접 진행해 보면서 

가능한 해체 작업을 나타낸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있다. 해체 과정은 단순히 

한번의 비가역 과정만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한 해체 가짓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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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고려하였다. 총 15가지의 해체 작업이 존재하며 같은 설명의 작업이라도 해당 

조립부품의 물리적 특성, 예를 들어 부피나 무게에 따라서 해당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5> 무선마우스의 내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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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무선마우스의 내부 부품 및 명칭 

 

 

 

부품 코드 명칭 

FC 전면부 덮개 

BC 후면부 덮개 

US 위 구조 지지대 

DS 아래 구조 지지대 

MC 마우스 회로기판 

OF On/Off 버튼 

SB 보관함 버튼 

MU 마우스 USB 

LL 레이저 렌즈 

MW 마우스 휠 

SP 스프링 

MB 건전지 



 

 35 

 

<표 3> 무선마우스 해체 작업 목록 

  

해체 작업 설명 해체 시간(s) 

d1 버튼을 눌러 후면부 덮개 해체 20 

d2 손동작으로 건전지 추출 15 

d3 손동작으로 USB 추출 15 

d4 나사 추출 후 도구 사용해서 해체 45 

d5 나사 추출로 보관함 추출 15 

d6 나사 추출로 회로기판 추출 20 

d7 손동작으로 레이저 렌즈 추출 10 

d8 손동작으로 On/Off 버튼 추출 5 

d9 나사 추출 및 손동작으로 전면부 덮개 해체 30 

d10 버튼을 눌러 마우스 휠 추출 20 

d11 손동작으로 스프링 추출 15 

d12 나사 추출 후 도구 사용해서 해체(2) 60 

d13 버튼 눌러서 후면부 덮개 해체(2) 15 

d14 손동작으로 USB 추출(2) 10 

d15 손동작으로 건전지 추출(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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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환 매트릭스 및 입력 데이터 

 

동적 계획법 모델을 위해서는 제품의 구조와 해체 작업에 따른 전환 매트릭스와 

각 작업의 비용 및 부품이 가지는 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는 동적 계획법 모델에 있어서 입력 변수로 들어가게 된다. 초기 재사용성 

판단과 예측 실패 확률은 임의로 결정되는 입력 변수로 존재한다. 동적 계획법 모델의 

확장을 바탕으로해서 추가적인 변수 역시 적용시킬 수 있다. 

앞에서 얻은 제품 구조와 해체 작업을 바탕으로하여 전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 각 해체 작업에서 입력되는 조립 부품과 출력되는 조립 부품 및 부품들을 

정리한 후 표로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해체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조립 부품과 

부품이 왼쪽의 ‘SA and C’로 나타나서 각 해체 작업을 나타내는 열에 대해서 1, -1, 

0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무선 마우스의 전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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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소모하게 된다. 무선 마우스의 해체 작업에 

대한 비용은 해당 해체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 즉, 고비용의 작업 장비 

또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작업자의 인건비로 소모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간당 비용에서 해당 작업의 시간을 곱한 결과로 나타난다. 즉 만약 

인건비가 시간당 12000원이라면 <표 3>에서 12번째 해체 작업을 진행할 때 2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2019년 대한민국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해체 작업 비용 데이터는 <표 5>와 같다. 

 

<표 5> 해체 작업 시간 및 비용 매트릭스 

해체 작업 시간(초) 해체비용(원) 

d1 10 23.2  

d2 10 23.2  

d3 15 34.8  

d4 45 104.4  

d5 15 34.8  

d6 20 46.4  

d7 10 23.2  

d8 5 11.6  

d9 30 69.6  

d10 20 46.4  

d11 15 34.8  

d12 55 127.6  

d13 15 34.8  

d14 15 34.8  

d15 1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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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부품이 가지는 가치가 존재한다. 각 부품이 가치를 가지는 방향은 

그 부품을 회수했을 때의 활용에 따라 달라진다. 부품 자체적으로 재사용 가치가 있을 

때 부품에 대한 재사용을 진행할 수 있고, 부품의 재질을 활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역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의 재질의 경우는 해당 재질의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에 부품의 무게를 곱한 값으로 결정하였고 부품 자체의 재사용은 

제품의 가격에 비례에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마우스 휠 같은 경우는 고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게 30g에 단가 235를 곱한 값인 70.50이 부품의 가치가 된다. ①  부품의 

가치를 정리한 표는 <표 6>에 나타나있다. 

  

                                            
① 공공데이터포털(2018).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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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품의 재사용 및 가치 매트릭스 

부품 설명 가치 

FC 재질 재사용 177.3 

BC 재질 재사용 183.2 

US 재질 재사용 206.8 

DS 재질 재사용 218.7 

MC 부품 재사용 500 

OF 부품 재사용 100 

SB 부품 재사용 100 

MU 부품 재사용 250 

LL 부품 재사용 125 

MW 재질 재사용 70.5 

SP 부품 재사용 25 

MB 재질 재사용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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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초기 검사 결과에 따른 해체 순서 비교 

 

해체 과정에 앞서서 시행하는 초기 검사 결과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 그에 

따라 제품마다 초기 검사에 따른 서로다른 해체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초기 검사로 인한 재사용 예측이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다른 해체 작업의 

순서를 동적 계획법에서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룬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품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 시선에서 각 부품의 재사용성을 

없애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동적 계획법에 입력되는 기본적인 변수는 앞 절에서 진행했던 전환 매트릭스 및 

입력 데이터와 동일하다. 그 외의 입력 변수인 예측 실패 확률은 해체 순서 

비교에서는 임의의 변수로 고정시킴으로써 영향을 차단하였다.재사용성 예측 판단은 

기본적으로 모두 1의 값을 가지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임의의 부품에 대해서 

재사용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가정 하에 해체 순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제로 각 부품이 재사용하지 못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체 모두를 분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해체의 진행 정도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에 대해서 진행되는 해체 작업 수가 7개에서 5개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사례 3과 사례 4에 대해서는 재사용 판단이 다름에도 같은 해체 순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체 과정 후의 가치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례가 

전체해체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실제 목표 부품과 

가까이 판단한 사례 2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해체 순서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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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사용성 예측 판단에 따른 해체 순서의 변화 

 FC BC US DS MC OF SB MU LL MW SP MB 해체 순서 가치 

사례 1 1 1 1 1 1 1 1 1 1 1 1 1 
d12, d5, d13, 

d6, d14, d7, d8 
531.95 

사례 2 1 0 1 0 1 0 1 1 1 0 1 1 
d12, d5, d13, 

d6, d14 ,d7 
555.14 

사례 3 1 1 1 0 1 0 1 0 1 1 1 0 
d12, d5, d13, 

d6, d14 
537.86 

사례 4 1 1 0 0 1 0 1 0 0 0 1 0 
d12, d5, d13, 

d6, d14 
537.86 

전체해체 1 1 1 1 1 1 1 1 1 1 1 1 d1 – d12 478.08 

 

 

6.4 비용·가치에 따른 해체 작업의 변화 

 

제품 내부의 부품에 있어서 해체 작업의 비용의 변동과 부품의 가치의 변동에 

있어서 해체 과정에 영향을 준다. 해체 작업의 비용은 실제로 직관적인 요소로 인해 

변화한다. 해체 작업에 있어서의 상승요소는 작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작업 도구의 

사용 비용이 증가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 비용을 기존 데이터를 기준으로 

0.5배에서 4배까지 0.5배 간격으로 변화 시켰다. 또한 각 상황에서 전체해체와의 수익 

비교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나왔다. 해체 작업 비용이 적을 때는 거의 

모든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해체 작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진행되는 해체 

작업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해체 작업과 비교해봤을 때 작업 비용이 적을 

때는 완전 해체가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만 해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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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체가 유리하게 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해체 작업 비용이 적을 때는 제품의 

목표 부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모든 부품을 해체하는 방향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만 점점 작업 비용이 커질수록 선택적으로 목표 부품을 결정하고 

해체해야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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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해체 작업 비용에 따른 평균 해체 작업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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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해체 작업 비용에 따른 전체해체와의 수익 비교 

 

6.5 예측 실패 확률의 변화 

 

제품이 하나씩 해체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실제 결과와 비교해서 

동적 계획법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동적 계획법에 

포함되는 예측 실패 확률이 변화하면서 개선이 발생한다. 예측 실패 확률의 변화로 

인해서 제품의 최적 해체 순서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예측 실패 확률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0.2라는 전면부 

덮개(FC)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했다가 재사용 불가능이 될 확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후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해가면서 나온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측 실패 확률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100번의 시행 결과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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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실제로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예측 실패 확률이 실제로 정한 값에 근접하게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즉, 기록이 쌓여갈수록 동적 계획법 모델 자체는 점점 실제 값과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이후가 아닌 

이 동적 계획법 모델에 있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도중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8> 시행횟수에 따른 예측 실패 확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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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7.1 결론 

 

사회적 요구사항의 변화로 인해 제품에 있어서 수명 주기가 끝난 후 회수 후 

처리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과 

제품의 복잡화로 인한 변화인데, 그에 따라 기업에게 있어서 제품을 해체하여 가치가 

존재하는 부품에 대한 재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회수되는 제품마다의 

부품의 품질의 다양성과 초기 검사의 한계로 인한 예측 실패에 대한 위험성은 제품의 

해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해체 과정에 있어서 초기 검사로 인한 목표 제품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해체 순서의 결정과 해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해체 순서 결정 

과정을 제안한다.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부품이 선택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동적 

계획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선택적 해체 순서를 결정한다. 

선택적 해체 순서 결정에 있어서 설사 재사용 가능한 부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해체까지의 해체 작업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 포기하게 된다. 또한 초기 검사에 

의한 예측의 실패 확률을 도입하여 불확실성 역시 고려하였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실패 확률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동적 계획법 모델을 개선시켰다. 

사례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재사용 판단 여부에 따라 해체 순서에 영향을 

받으며, 해체 작업 비용이 커질수록 실제로 진행되는 해체 작업 수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예측 실패 확률은 제품 분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변동성이 줄어들어 종국엔 수렴하여 더 이상 개선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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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향후 연구 방향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의 부품에 대해서 한가지의 제품 처리 방식만을 두었는데 

하나의 부품의 상태에 따라 재질 재사용 혹은 부품 재사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비용이 달라지고 재질 재사용 같은 경우 해당 시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택지를 선택적 해체 순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는 가치를 가지는 부분은 해체의 가장 하위 단계인 부품으로 한정 

지었는데 실제로는 다 해체가 진행되지 않은 조립부품 역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즉, 

아직 다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치 있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반영 역시 향후 연구 방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성 검사의 다양성 반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사용성 검사를 

초기 검사라고 정하고 그에 대해서 재사용성이 나왔지만 검사의 종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다를 수 있다. 정보의 범위가 클수록 예측 실패 확률 역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측 실패 확률을 더 유의미하게 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개선을 진행하면 실제로 선택적 해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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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quencing for selective disassembly of 

end-of-life products for 

economic reuse of returned parts 
 

Minjae Baek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corporate products are increasingly socially responsible. 

Companies need to consider their product not just when it is manufactured but also 

entire life cycle.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end of life cycle of product. 

Traditionally, consumers were responsible for disposal products that they bought. But 

product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the environmental impacts increases, so 

companies are held accountable not only for their social views, but also for their law. As 

a result, they need to consider the recovery process after the end of life of product. 

Among them, reuse of necessary parts rather than simply disposing of products is a 

strategy that can bring the maximize value. 

 Determining target parts that reusable, or valuable, are an important 

decision in the disassembly process. Since end-of-life products had different 

environment in middle of life, considering these difference is necessary.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predictions of product reuse are wrong because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in initial inspection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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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of sequencing for selective disassembly of end-of-life products. By 

using dynamic programming, optimal disassembly sequence is determined. 

Subsequently, dynamic programming model is then improved by comparing with 

actual results. 

 In case study, selective disassembly framework is applicate on wireless 

mouse. In application, the more reuse applied to different parts, the more 

selective disassembly sequence also changed. Furthermore, trend in the number 

of disassembly operations is identified when cost of operations is changed. Finally, 

as the number of trials increased, change of prediction error probability is 

converge. 

 

Keywords: Selective disassembly, Disassembly Sequencing, Dynamic Programming, 

Information Update 

Student Number: 2017-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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