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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일본 대지진과 COVID19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을 단절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붕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완충 재고, 예비 저장, 이중 또는 멀티 소싱 등 주로 공급망 전략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공급망 붕괴를 완화하기 위해 제품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품 아키텍처를 컴포넌트와 모듈의 조립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품의 조립 

구조와 공급자 역량 정보를 함께 고려해 아키텍처 대안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아키텍처 

대안들의 강건성을 평가하여 공급망 붕괴에 가장 강건한 아키텍처를 선정한다. 이 때 제품 

아키텍처 강건성을 공급망 대안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냉장고 사례를 통해 공급망 

붕괴에 강건한 제품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수행하였고,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에 대하여 공급망 강건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제품 아키텍처, 공급망 붕괴, 강건성 

학번: 2019-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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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품의 대량생산이 시작된 20세기 이래로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낮은 비용으로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었다. 제품 설계(product design) 

측면에서는 모듈형 제품(modular product)으로의 전환이 가속되었다. 모듈형 

아키텍처는 변형 모듈(variant module)을 통해 제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모듈 

레벨에서 품질 문제를 통제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와 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Rong 

등, 2017). 또한 제품 개발을 모듈 레벨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Clark와 Fujimoto, 1991).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시간과 

비용,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모듈형 아키텍처가 주류가 되었다(Gershenson 등, 2003). 

제품의 생산 공정(production process) 측면에서는 린(Lean) 생산방식을 통한 비용 

효율화가 확산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대두된 고객 주도형 및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린 제조를 적용하였다(Bhamu와 Sangwan, 2014). 대량 

맞춤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공정의 낮은 단가와 개별 맞춤화의 유연성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낭비를 줄임으로써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린 제조가 적합한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린 제조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화 공정을 가능한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까지 연기해야 하므로 공급망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대량 맞춤화 

시대에서 JIT(Just-In-Time) 전략 등을 통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프로세스를 민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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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린 제조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제품의 공급망(supply chain)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졌다.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운송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임금이 

보다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를 위해 

생산 시설이나 유통 허브를 소비지에 가깝게 배치하기도 했다. 점차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하면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재고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아웃소싱하면서 기업의 공급망이 더욱 분화되었다. 

이와 같이 대량 맞춤화 시대에 기업들은 제품을 모듈화하여 소비자 요구사항에 

빠르게 반응하고, 비용 감축을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아웃소싱 및 

글로벌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은 공급망 

붕괴(supply chain disruption)가 발생할 때 그 파급효과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공급망이 전세계에 걸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연재해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낭비 없이 완벽하게 

생산하는 공정은 시스템 구조 상 공급자들 중 어느 한 곳이 붕괴되면 그 영향이 전체 

공급망으로 빠르게 전파된다. 

공급망 붕괴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파급된다. 지역 수준의 공급망 붕괴 

사례로는 2011년 호주 퀸즐랜드의 홍수가 있다. 당시 홍수로 인해 주요 교통로가 

폐쇄되어 슈퍼마켓의 입고가 지연되자 해당 지역이 식량부족을 겪은 바 있다(Bartos, 

2012).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의 영향은 글로벌 네트워크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2011년 일본 도호쿠에서 지진과 그에 따른 동북부 해안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특히 일본은 부품 공급자와 최종 제품 생산자로서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부품,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는 

외국 기업들에도 그 영향이 확산되었다(Nanto, 2011). 예를 들어, 북미의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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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30%로 축소되었고(Canis, 2011), 애플의 

아이패드2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공급망 붕괴의 피해가 국가간 경계를 넘어 전파되고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공급망 네트워크의 특징을 이해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붕괴에 대응하는 전략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 구조에 

중복성(redundancy)을 허용하거나 생산능력(capacity)를 여유 있게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즉, 백업 공급업체나 저장소 및 운송 채널을 확보하는 백업 계획과 재고 및 

용량 확장 등을 통해 공급망 붕괴에 대비할 수 있다(Ivanov 등, 2017).  

지금까지 공급망 붕괴에 대응하는 전략들은 주로 생산 부문에서 연구되었다(Azad 

등, 2014; Choi 등, 2012; Kleindorfer와 Saad, 2005; Tang, 2006). 그러나 공급망 전략의 

효과는 제품의 아키텍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품의 아키텍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과 간격, 어떤 공급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 제조 공정과 공급망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Fisher, 1997; Huang 등, 2005; Ulrich, 1995). 제품 

아키텍처에 따라서 적절한 생산 공정이 달라지며, 활용할 수 있는 공급망 의사결정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 공급망 붕괴를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급망 붕괴를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려하여 제품의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품이 모듈 아키텍처로 설계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여, 제품의 모듈과 모듈을 공급하는 공급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 

아키텍처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는 제품의 콘셉트 개발 단계를 통해 제품 기능이 

컴포넌트(components)로 구현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며, 제품의 컴포넌트를 어떤 

순서로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assembly structure infor-

mation)와 어느 공급자가 어떠한 조립 공정을 할 수 있는지 공급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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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supplier capability information)를 필요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들을 도출하고, 각 아키텍처의 공급망 붕괴에 대한 강건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제품 아키텍처를 찾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제품 아키텍처와 공급망 붕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은 제품의 조립 구조에 대한 정보와 공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망 붕괴에 가장 강건한 제품 아키텍처를 찾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때, 제품 

아키텍처에 대한 공급망 강건성 지표를 정의한다. 제안된 방안은 제4장의 사례 연구를 

통해 수행된다. 끝으로, 제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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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공급망 강건성 

공급망 위험(risk)과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급망 구조와 특징을 

측정하고 장애에 강건한 공급망을 설계하는 방안이 다수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급망 붕괴(supply chain disruption)는 발생 빈도가 낮으나 그 피해가 매우 큰 

위험(low-frequency-high-impact risk)을 말한다. 이는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가 비교적 

작은 일상적인 운영 위험(operational and recurrent risk)과 대비된다(Dolgui 등, 2018).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붕괴의 예로는 물류 센터의 화재, 생산 시설의 

홍수나 쓰나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생산 중단, 항공사 및 철도 파업 등이 있다. 

이러한 낮은 빈도와 높은 확률의 장애는 산업 생산, 국제 무역 및 물류와 같은 많은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Perera 등, 2017).  

기존 연구들에서 공급망 강건성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공급망 

붕괴에 저항하는 공급망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강건성(robustness)과 복원력(resilience), 

그리고 신뢰성(reliability) 등이 혼용되어 왔다(Ivanov 등, 2017). 이러한 용어들은 그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과학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건성은 내부 또는 외부의 방해가 존재함에도 시스템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Ivanov(2018)에 따르면 강건성은 프로세스의 실패를 방지하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리소스를 과잉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원의 중복은 미래 시나리오 결정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와 다르게, 복원력은 생태학에서 비롯된 용어로 시스템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교란된 후에 새롭고 더 바람직한 상태로 이동하는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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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Christopher와 Peck, 2004). Ponomarov와 Holcomb(2009)는 복원력을 운영의 

연속성과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제어를 유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비하고, 

붕괴에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공급망의 적응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신뢰성은 

시스템이 적어도 최소 서비스 수준(minimum service level)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며 강건성 개념을 포함한다(Adenso-Díaz 등, 2018). 종합해보면 강건성은 

시스템이 계속 실행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공급망 장애가 발생한 후 이를 흡수해서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력과 다르며, 최소 서비스 수준의 

기준을 고려한 신뢰성과도 차이가 있다.  

여러 연구들이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공급망 붕괴와 그에 대응하는 공급망 

특징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속성과의 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Kim 등(2015)은 기존 

문헌이 공급망 붕괴 및 복원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그래프 이론을 통해 공급 네트워크를 개념화하여 노드 및 아크 수준의 공급망 붕괴와 

네트워크 수준의 공급망 붕괴를 구별하고 복원력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Aguila와 

ElMaraghy(2018b)는 네트워크 크기, 연결성, 중심성 등 네트워크 특성에 기초해 

공급망 네트워크의 구조적 복잡성과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측정지표를 활용해 공급망 특징을 표현하면 공급망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요구되는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급망을 네트워크로 추상화하면서 모든 노드를 기능상 동일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공급망 내에서 공급자 능력 등 노드의 이질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Perera 등, 2017). 

그래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모델을 추가로 

활용하여 공급망 강건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Nair와 Vidal(2011)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의해 강건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다. 평균 경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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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계수, 노드 간 최대 거리와 같은 네트워크 특성이 공급 네트워크의 

강건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가설을 실험하였다. 

Adenso-Díaz 등(2018)은 서로 다른 흐름 복잡성 등 설계 요인이 강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리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적 공격(targeted attack) 

하에서의 강건성과 랜덤 실패(random failure)에 대한 강건성을 비교하였다.  

 
2.2 제품 아키텍처와 공급망 설계 

제품 아키텍처는 제품의 기능 요소들(functional elements)을 제품의 물리적 구성 

요소(physical building blocks)로 할당하는 것이다(Ulrich와 Eppinger, 2015). 제품의 

전반적인 성능을 구성하는 내용이 기능 요소라면, 제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부품(parts), 

컴포넌트(components), 하위조립품(subassemblies) 등이 물리적 요소(functional ele-

ments)이다. 제품의 기능이 반영된 물리적 요소들은 제품의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덩어리(chunk)’로 조직화되며, 이를 모듈(module)이라 한다. 모듈은 

그 내부의 구성요소들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모듈의 요소들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품 단위이다. 제품에서 이와 같은 모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즉 제품의 기능 요소들을 어떤 체계(scheme)로 물리적 요소에 할당하는지가 제품 

아키텍처이다. 

제품의 아키텍처는 크게 모듈형(modular)과 통합형(integr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형 제품 아키텍처는 제품을 통합된 하나로 보고 제품 기능의 완벽한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모듈형 제품은 제품의 전반적인 기능을 별도의 제품 모듈에 

구현된 하위 기능으로 분해한다. 각 모듈들은 독립적이고 표준화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최근에는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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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운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듈화 제품 

아키텍처를 선택한다. 

제품 아키텍처가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최초의 논문 중 

하나는 Ulrich(1995)다. 그에 따르면 모듈형 설계는 제조 회사가 개발 부서와 생산 

부서를 보다 전문화된 단위로 나눌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문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공급업체 역량을 활용하도록 돕는다(Ulrich, 1995). Fisher(1997)는 기업의 공급망 

전략은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적인 

제품은 유연한 공급망과, 불확실성이 낮은 기능성 제품은 효율적인 공급망과 일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ixson(2005)은 개별 제품의 아키텍처의 특성, 즉 공통성의 정도나 

상호작용의 특성,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등이 지연(postponement)이나 늦은 

고객화(late customization)와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특성이 서비스 수준, 납품 일정, 자원 계획과 같은 공급망 영역의 

운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제품 설계는 제품의 수명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제품의 다른 측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제조 가능성, 품질 및 신뢰도뿐 아니라, 정시성(punctuality), 비용, 유연성 및 강건성 

측면에서 공급망의 총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Yao와 Askin, 2019). 또한 제품 비용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Duverlie와 Castelain, 

1999), 제품 설계는 기업의 비용 최소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하면서 제품과 공급망을 동시에 설계하는 

방법론이 다시 부각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동시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 CE)은 제품 설계가 제조 및 조립 공정의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동시 개발 프로세스로 인한 개발 리드 타임에 대한 

영향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Fixson, 2005). 공급망을 고려하는 제품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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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관하여 Fine(1998) 이래로 여러 방법론이 연구되었다. Fine(1998)은 공급망 

설계를 제품 및 공정 개발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아키텍처 선택과 동시에 

제조와 구매, 소싱, 계약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xson(2005)은 

제품,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세 가지 영역에 걸친 많은 결정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제품 아키텍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iu와 Okudan(2011b)은 

제품의 콘셉트 설계 단계에서 공급망 설계를 고려하는 통합 방법론을 제안했으며, 

자전거 산업의 사례를 통해 적절한 공급망 설계를 가진 모듈형 제품 아키텍처가 재고 

비용과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epal 등 (2012)는 제품 및 

공급망 설계 결정을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 공급업체 선택을 하는 통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공급자 선택을 위해 총 공급망 비용 최소화와 총 공급망 

호환성(compatibility) 지수 최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프로그래밍(Goal Programming; GP) 모델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다른 제품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모듈화 수준이 더 높을수록 공급망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급자들의 호환성이 더 많이 요구됨을 보였다. Primus와 Stavrulaki(2017)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뿐 아니라 시장도 함께 고려하는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산업의 124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신제품 도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제품 설계의 인터페이스 강도가 특히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제품 아키텍처와 공급망 특징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사례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Pero 등(2010)는 사례 연구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공급망 관련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공급망 성능에 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특히 제품 개발과 공급망 정렬을 통해 공급망 성능이 향상되는 

사실을 밝혀냈다. Lau 등(2010)은 제품 모듈화와 공급망 통합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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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다섯 개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결과, 모듈형 설계는 느슨하게 조정된 공급망과 관련이 있고, 

통합형 설계는 긴밀하게 조정된 공급망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모듈 및 컴포넌트 개발, 기술 지식 유출 및 생성, 프로젝트 팀 규모 및 공급망 

효율성의 네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Ülkü와 Schmidt(2011)는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제품 아키텍처와 공급망 구조의 최적 매핑이 항상 일대일이 아님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통합형 아키텍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에서 개발되며, 모듈형 

아키텍처는 아웃소싱의 전제조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공급업체의 개발능력과 OEM과 공급업체 간의 관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3 제품 모듈화와 공급망 강건성의 관계 

제품과 공급망의 동시 엔지니어링(CE) 관련 연구 중 공급망 위험을 고려한 몇 

가지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Elmaraghy와 Mahmoudi(2009)는 제품 모듈 구조가 그에 

대응하는 글로벌 공급망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때 환율이 생산, 재고 및 

운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글로벌 공급망 노드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환율과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듈형 제품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Aguila와 Elmaraghy(2018a)는 공급망과 제품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공급망의 자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목적 함수에 세계 위험 지수(World Risk Index)를 

사용하였다. 

한편, 네트워크 과학에 기초하여 제품 아키텍처가 공급망 강건성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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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Aguila와 ElMaraghy(2018b)는 제품 아키텍처를 고려해 

공급망 네트워크의 구조적 복잡성과 강건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에 의하면 중복성을 높여 강건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복잡성과 공급망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례 

연구를 통해 모듈형 아키텍처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복잡성으로 더 강건한 공급망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품의 모듈화와 공급망 강건성의 관계를 밝히는 사례 연구들도 있다. Khan 등 

(2012)은 영국의 의류회사 사례를 통해 제품 설계와 공급망을 통합하는 것이 중심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복원력(resilience) 및 

반응성(responsiveness)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사례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 정렬이 중요하며, 제품 설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Gualandris와 Kalchschmidt(2013)는 54개 이탈리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제품 및 공정 모듈화를 통해 공급자 실패와 

같은 공급 중단의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품과 공정 모듈화로 

유연성을 확보하여 공급자 실패를 줄이고, 프로세스 모듈화로 제조 지연이 가능해지면 

공급망 붕괴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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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급망 강건성 향상을 위한 제품 아키텍처 선정 

 

 

3.1 제품 아키텍처 선정 프레임워크 

Ulrich와 Eppinger(2015)는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product development 

process)를 계획(planning), 콘셉트 개발(concept development), 시스템 설계(system-

level design), 상세 설계(detail design), 시험 및 보완(testing and refinement), 그리고 

양산 준비(production ramp-up)의 여섯 단계로 정리하였다. 제품 아키텍처(product ar-

chitecture)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초기인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정립하기 시작한다.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아키텍처, 주요 하위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제품의 기하학적 레이아웃과 각 하위 시스템의 사양, 최종 

조립 공정을 위한 예비 흐름도 등이 도출된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품 아키텍처 선정 

방안은 시스템 설계와 상세 설계 활동을 통해 제품 아키텍처의 세부사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종 제품이 어떠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급망이 

붕괴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제품의 컴포넌트와 모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제품의 아키텍처로 본다면, 조립 프로세스와 제품 아키텍처를 대응 관계로 볼 수 있다. 

제품의 아키텍처가 서로 다르면 필요한 공정 기술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다르다. 

아키텍처에 따라 고유한 조립 프로세스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조립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해당 공정에 특정 공급자를 할당하는 문제와 연결할 수 있다. 

제품의 구조를 컴포넌트와 모듈의 조립 관점에서 보면 그림 3.1과 같이 제품 

아키텍처 설계와 공급망 설계 문제를 통합할 수 있다. 조립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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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공급자 정보를 고려해 실제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를 

파악한다. 제품 아키텍처 각각은 이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 서로 다르고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들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제품 아키텍처 대안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모듈을 생산하는 공급자 정보를 미리 고려하여 제품 아키텍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모듈의 조립 및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하는 

상황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도록 아키텍처를 선정해야 한다. 

제품 아키텍처에 대한 초기 의사결정은 제품의 콘셉트 설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후 어떠한 컴포넌트를 모듈로 구성할 수 있는지 파악하면서 제품의 아키텍처를 보다 

구체화한다. 최종적으로 제품 아키텍처를 결정하기 전, 아키텍처 대안들 중 공급망 

붕괴라는 불확실한 사건에 강건한 공급망을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파악하는 

프레임워크가 그림 3.2와 같이 제안된다. 이를 위해 컴포넌트와 모듈을 어떤 순서로 

조립해 최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assembly structure information)와 

어느 공급자가 어떤 조립 공정을 할 수 있는지 공급자에 대한 정보(supplier capability 

 

그림 3.1: 실현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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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가 필요하다. 두 가지 정보는 각각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와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로 표현된다.  

첫째, 제품의 컴포넌트와 모듈이 어떻게 최종 제품으로 조립될 수 있는지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transition matrix)를 작성한다. 모듈과 최종 제품을 

조립하는 모든 공정을 매트릭스에 나타낸다.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통해 조립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 전부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주어진 공급망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아키텍처를 파악한다. 먼저 각 공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조립 

공정을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로 작성한다.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와 전 단계에서 

작성한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통해 조립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들 중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 실현가능한 아키텍처를 파악한다. 셋째,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별로 공급망 강건성(supply chain robustness)을 평가한다.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은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했을 때 그 대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강건성 지표가 가장 높은 제품 아키텍처, 즉 

 

그림 3.2: 강건성 향상을 위한 제품 아키텍처 선정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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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대안이 가장 많은 제품 아키텍처를 선정한다. 이를 공급망 붕괴에 가장 강건한 

제품 아키텍처로 본다. 이상의 프레임워크는 제품 개발에서 공급망 붕괴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2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제품의 컴포넌트를 모듈로 구성하고 이를 최종 제품으로 조립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의 조립 구조는 매우 복잡한 계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제품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품 개발과 공급망 의사 결정의 

통합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BOM(Bill of Material)을 통해서 제품 아키텍처 

정보를 공급망 설계에 통합하였다(Cao 등, 2012; Graves와 Willems, 2005; Luo 등, 2011; 

Wang 등, 2007). 이 외에도 기능 체계(functional scheme), 매트릭스 체계(matrix 

scheme), 그리고 AND/OR 그래프 체계 등을 이용해 제품과 공급망의 구성 및 설계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다(Yao와 Askin, 2019). Chiu와 Okudan(2011a, 2011b, 2014)은 

제품의 모듈화 수준과 공급망의 성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활용해 제품 체계를 표현하였다.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본래 제품의 해체와 관련하여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제품의 분해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를 역방향으로 적용하면 제품의 조립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품의 아키텍처를 모듈과 컴포넌트의 조립 구조로 나타내기 위해 Chiu와 

Okudan의 연구를 참고하여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사용한다.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듈로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집합을 파악해야 한다. 제품의 기능이 컴포넌트 A, B, C 및 D로 

구현된 제품이 있다고 하자. 제품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제품 콘셉트는 그림 3.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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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같다. 컴포넌트의 모양 및 위치로 각각의 기능과 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를 

표현하였다.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고려할 때 모듈로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집합이 {A, B, C}, {A B, D}, {A, B}와 {C, D}로 한정된다고 하자. {A, C, D}나 {B, C, 

D} 등은 조립 관점에서 모듈로 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모듈로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집합이 파악되면, 최종 제품과 각 모듈에 대하여 가능한 조립 공정을 

전부 파악한다. 예를 들어, 최종 제품 ABCD는 모듈 ABC와 컴포넌트 D를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모듈 ABD와 컴포넌트 C를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고, 모듈 AB와 

모듈 CD를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다. 한편, 모듈 ABC는 모듈 AB와 컴포넌트 C를 

조립해서 만드는 방법 한 가지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최종 제품과 모든 모듈에 

대하여 가능한 조립 공정을 전부 파악해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제품의 조립 공정 및 그에 따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각 열은 공정을 나타내고 행은 최종 제품, 모듈 및 컴포넌트를 나타낸다. 

 

그림 3.3: 제품 설계 콘셉트 및 아키텍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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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을 통해 생성되는 모듈 또는 최종 제품은 1로 표시한다. 조립되어 사라지는 모듈 

또는 컴포넌트는 -1로 표시한다. 표 3.1은 그림 3.3에서 a의 조립 구조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작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에서 두 번째 열은 모듈 ABD와 컴포넌트 

C로 제품 ABCD를 조립하는 공정이다. 모듈 ABD와 컴포넌트 C는 조립되어 

사라지므로 -1로 표시하고, 조립되어 생성되는 제품 ABCD에 1을 표시한다.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𝑇 = [𝑡𝑖𝑝]를 바탕으로 제약 조건을 모델링하여 

가능한 조립 프로세스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비용 최소화 등의 목적 함수보다 

제약 조건과 변수에 중점을 두는 문제해결을 제약 최적화 또는 제약 

프로그래밍(Constrain Programming; CP)이라 한다. 결정 변수(decision variable)는 

조립 프로세스 𝑋 = [𝑥1𝑥2 𝑥3 ⋯ 𝑥𝑝 ⋯ 𝑥𝑃]이며, 총 𝑃개의 공정에 대하여 프로세스에 

표 3.1: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공정 
최종 조립 모듈 조립 

1 2 3 4 5 6 7 
ABCD 1 1 1         
ABC -1   1    

ABD   -1     1     

AB     -1 -1 -1 1   

CD     -1       1 

A       -1  
B       -1  
C   -1  -1   -1 

D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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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공정을 𝑥𝑝 = 1로 나타낸다. 예시의 문제에서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𝑥𝑝 ∙ 𝑡𝑖𝑝
𝑃
𝑝=1 = 1  𝑓𝑜𝑟 𝑖 = 1  (3.1) 

 ∑ 𝑥𝑝 ∙ 𝑡𝑖𝑝
𝑃
𝑝=1 = 0  𝑓𝑜𝑟 𝑖 = 2, 3, 4, 5 (3.2) 

 ∑ 𝑥𝑝 ∙ 𝑡𝑖𝑝
𝑃
𝑝=1 = −1  𝑓𝑜𝑟 𝑖 = 6, 7, 8, 9  (3.3) 

 

예시의 제품 ABCD를 조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공정은 총 7가지로 𝑃 = 7이다.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제품은 한 개만 조립되어야 하므로 식(3.1)을 만족해야 한다. 각 

모듈은 하위 모듈 또는 컴포넌트를 조립하여 생성되지만 최종 제품으로 조립되어 

사라지므로 식(3.2)를 만족해야 한다. 식(3.3)는 컴포넌트가 한 번씩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약 프로그래밍(CP)을 통해 [1 0 0 1 0 1 0]과 [0 1 0 0 1 1 0], [0 0 1 0 0 1 1]의 

세 가지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즉, 표 3.1의 제품 구조 하에서 최종 제품 ABCD를 

조립하는 프로세스는 공정 1-4-6, 2-5-6 및 3-6-7 세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제품 아키텍처는 그림 3.3의 b-1, b-2, 및 b-3와 같다. 이처럼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있으면 조립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3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supplier capability matrix)는 개별 공급자가 어떤 조립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나타낸다. 각 행은 OEM과 공급자를 나타내며, 각 열은 

조립 공정을 나타낸다. OEM 또는 공급자가 조립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성분에 1을 부여한다. 첫 번째 행은 OEM을 가리키며,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공급자를 가리킨다. 공급자가 𝐽 개이고 공정이 𝑃 개일 때, 공급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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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𝑈 = [𝑢𝑗𝑝]의 크기는 (𝐽 + 1) × 𝑃 이다. 

표 3.2를 예로 설명하면, OEM은 최종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만 수행하며, 모듈은 

전부 아웃소싱함을 알 수 있다. 공급자를 살펴보면 공급자 1은 공정 4, 5, 6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급자 5는 공정 5와 6을 수행할 수 있다. 공급자 역량 정보는 표 3.1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정보와 함께 해석할 때 의미가 더 확실해진다. 표 3.2에서 공급자 

5는 공정 5와 6을 수행하는데,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참고하면 공정 5는 모듈 AB와 

컴포넌트 D를 조립해서 모듈 ABD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공정 6은 컴포넌트 A와 B를 

조립해 모듈 AB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즉, 공급자 5는 컴포넌트 A, B, D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모듈 AB와 ABD를 조립할 수 있다. 열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모듈 AB와 

컴포넌트 C를 조립하는 공정 4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는 1, 2, 3이 있다. 실제 

사례에서 이와 같은 정보는 생산 부서가 공급망 상의 공급자가 어떤 조립 공정을 

표 3.2: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 

 

공정 

최종 조립 모듈 조립 

1 2 3 4 5 6 7 

OEM 1 1 1     

S1    1 1 1  
S2    1  1  
S3    1    

S4     1   

S5     1 1  
S6     1   

S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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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지 설문과 인터뷰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공급자 역량 정보를 통해 앞서 파악된 조립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들 중 

실현가능한(feasible) 제품 아키텍처를 파악해야 한다. 조립 구조 상으로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 중에서 실제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 조립 구조 정보를 통해 파악된 조립 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들 중 공급망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실제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품 

아키텍처 대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라 한다.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공급망에서 조립할 수 

없는 공정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제품 아키텍처는 프로세스, 즉 어떤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을 만드는지로 표현되는데, 만약 특정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다면 해당 공정이 포함된 아키텍처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된다. 특히 해당 공정이 

모듈을 만드는 공정이라면 그 모듈이 포함된 아키텍처 또한 실현불가능해지므로, 

최초에 파악된 공정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영향 받는 다른 공정들도 파악해야 한다. 

주어진 공급망에서 조립할 수 없는 공정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1단계.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에서 성분(entry)의 합이 0인 열(column)을 파악한다.  

2단계. 트랜지션 매트릭스에서 동일한 열에 수직선을 그린다.  

3단계. 수직선에 교차하는 성분들 중 값이 “1”인 행(row)에 수평선을 그린다.  

4단계. 수평선에 교차하는 성분들 중 값이 “1”인 성분이 하나만 있는 경우, 성분이 

“-1”인 열에 수직선을 그리고 3단계를 반복한다. 만약 값이 “1” 성분이 두 개 이상이면 

종료한다. 

최종적으로 수직선이 그려진 모든 공정은 주어진 공급망에서 실행할 수 없는 

조립 공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이 포함된 제품 아키텍처는 설계가 완료되어도 

주어진 공급망에서 생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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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급망 강건성 

본 연구는 무작위로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했을 때 그 대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공급망 강건성으로 정의한다. 공급망 상에 공급자가 𝐽개 존재할 

때, 이들 중 어느 하나의 공급자가 자연재해나 파업 등으로 장기간 공급을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공급망 붕괴 위험은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예측이 어렵다. 개별 

공급자들의 실패 확률이 동일하고, 무작위로 공급자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공급자 실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해당 공급자가 수행하던 공정을 다른 공급자가 

대신할 수 있다면 제품의 생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공급자 실패가 

공급망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급자 실패가 발생했을 때 

공급망 대안이 많은 아키텍처를 공급망 붕괴에 강건한 아키텍처로 볼 수 있다. 

공급망 대안은 각 조립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제품 아키텍처를 조립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공정들에 대하여, OEM 

입장에서 각각의 공정들을 수행할 공급자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가정한다. 제품 

아키텍처 𝑘를 생산하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대안의 수는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 [𝑢𝑗𝑝]와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 프로세스 [𝑥𝑘𝑝]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𝑢𝑗𝑝𝑗 는 공정 𝑝를 수행할 수 있는 OEM 및 공급자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낸다. 

제품 아키텍처 𝑘를 생산하기 위해 공정 𝑝가 필요하면 𝑥𝑘𝑝 = 1  값을 가진다. 따라서 

제품 아키텍처 𝑘를 생산하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𝑥𝑘𝑝 = 1  인 공정을 

  ∏ (∑ 𝑢𝑗𝑝

𝑗

)

𝑝∈{𝑝:𝑥𝑘𝑝=1}

  𝑓𝑜𝑟 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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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들의 수를 조합(combination)하여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은 (3.5)로 정의된다. 제품 아키텍처가 

특정되었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급망 대안의 개수가 공급망 위험에 의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수식화하였다. 이 때 공급망 위험은 공급자 1부터 𝐽까지 각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한 상황으로 반영되어, 각 상황에 대해 공급망 대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도출하였다. 

 

 

공급망 붕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공급망 대안 개수를 분모에, 공급망 

붕괴를 고려하였을 때의 공급망 대안 개수를 분자에 반영하였다. 분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 아키텍처 𝑘를 생산하는 공급망 대안의 개수이다. 공급망 붕괴 

상황은 하나의 공급자가 실패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모든 공급자의 실패 위험 

가능성(risk likelihood)을 같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분자에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 

상에서 𝑗′번째 행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각 공급자가 실패했을 때 

줄어든 공급망 대안 개수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지표는 0과 1사이의 값을 지니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하여도 충분한 공급망 대안이 남아 있어 제품의 

조립 및 생산에 차질이 없을 아키텍처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0에 가까운 값은 

공급자의 실패로 인해 제품을 조립할 수 있는 대안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공급망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아키텍처임을 말한다. 

 

  

1
𝐽

∑ {∏ (∑ 𝑢𝑗𝑝𝑗≠𝑗′ )𝑝∈{𝑝:𝑥𝑘𝑝=1} }
𝐽
𝑗′=1

∏ (∑ 𝑢𝑗𝑝𝑗 )𝑝∈{𝑝:𝑥𝑘𝑝=1}

 𝑓𝑜𝑟 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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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적용 

 

 
냉장고 사례를 통해 제품 아키텍처 설계 프레임워크와 제품 아키텍처의 강건성 

지표를 설명한다. Rong 등(2017)의 연구에서 냉장고의 컴포넌트와 모듈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냉장고는 25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다. 컴포넌트의 내용은 

표 4.1에 나타난다. 컴포넌트의 조립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모듈의 종류는 총 

17개이며, 각 모듈이 어떠한 컴포넌트를 포함하는지 표 4.2에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가능한 조립 구조를 파악하고 트랜지션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하였다.  

표 4.1: 냉장고 컴포넌트 

번호 컴포넌트 번호 컴포넌트 

1 Door of refrigerator chamber 14 Lower hinge plate 
2 Freezer door 15 Adjustable leg 
3 Refrigerator door gasket 16 Compressor base 
4 Freezer door gasket 17 Clip of power supply cord 
5 Lamp 18 Compressor 
6 Lampshade 19 Compressor accessories 
7 Thermostat 20 Drier–filter 
8 Thermostat fixture 21 Evaporator 
9 Upper hinge plate 22 Power supply cord 
10 Upper hinge cover 23 Compressor cover 
11 Mid-hinge 24 Condenser pipe 
12 Foam box body 25 Grille 
13 Lower hinge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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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는 임의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모듈을 조립할 수 있는 

공급자라면 그 하위 모듈도 조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하위 모듈의 

종류와 인터페이스에 따라 다른 설비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각 조립 공정의 

결과물인 모듈의 종류보다 조립에 사용 컴포넌트의 종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공급자가 어떤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급자 역량 정보는 조립에 쓰이는 

컴포넌트를 고려해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표 4.2: 냉장고 모듈의 구성 

모듈번호 모듈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1 {9, 10, 11, 12, 13, 14, 15, 16, 23, 25} 

2 {9, 10, 11, 12, 13, 14, 15, 16, 25} 

3 {18, 19, 20, 21, 23, 24} 

4 {11, 15, 16, 23, 25} 

5 {18, 19, 20, 21, 24} 

6 {1, 3, 9, 10} 

7 {2, 4, 13, 14} 

8 {5, 6, 17, 22} 

9 {11, 15, 16, 25} 

10 {1, 3} 

11 {2, 4} 

12 {5, 6} 

13 {7, 8} 

14 {9, 10} 

15 {13, 14} 

16 {15, 16} 

17 {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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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작성 

OEM은 냉장고의 최종 조립으로 다섯 가지 공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조립에 필요한 모듈 및 컴포넌트는 전부 아웃소싱한다. 조립 가능한 모듈은 총 17개 

종류가 있으며, 컴포넌트는 25개가 있다. 최종 조립 공정은 5개, 각 모듈을 조립하는 

공정은 총 29개로 전체 공정은 34개다. 즉, 냉장고 사레에서 𝑃 = 34이다. 냉장고의 

조립 구조를 나타낸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표 4.3과 같다. 표의 각 행에서 제품은 최종 

제품인 냉장고이며, m1, … , m17은 모듈, c1, …, c25는 컴포넌트를 나타낸다. 

최종 제품을 조립하는 방안은 공정 1에서 5까지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정은 m1, m5, m8, m10, m11 및 m13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최종 

제품 조립에 사용되는 모듈 m1은 공정 6에서 9까지 네 가지 공정 중 하나를 선택해 

생성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듈들도 여러 공정 중 선택해 조립할 수 있다. 이처럼 각 

모듈을 조립하는 방안을 전부 조합해보면 컴포넌트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공정 프로세스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됨을 짐작할 수 있다. 복잡한 

프로세스도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약 프로그래밍(CP)을 통해 냉장고의 25개 컴포넌트를 최종 제품으로 조립하는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냉장고 사례에서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𝑥𝑝 ∙ 𝑡𝑖𝑝
𝑃
𝑝=1 = 1  𝑓𝑜𝑟 𝑖 = 1  (4.1) 

 ∑ 𝑥𝑝 ∙ 𝑡𝑖𝑝
𝑃
𝑝=1 = 0  𝑓𝑜𝑟 𝑖 = 2, 3, … , 18 (4.2) 

 ∑ 𝑥𝑝 ∙ 𝑡𝑖𝑝
𝑃
𝑝=1 = −1  𝑓𝑜𝑟 𝑖 = 19, 20, … , 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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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냉장고의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공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제품 1 1 1 1 1                              
m1 -1     1 1 1 1                          
m2  -1    -1    1 1 1                       
m3  -1 -1          1 1                     
m4    -1   -1        1 1 1                  
m5 -1   -1 -1        -1     1                 
m6   -1 -1 -1              1 1               
m7   -1 -1 -1                1 1             
m8 -1 -1 -1 -1 -1                  1 1           
m9   -1  -1   -1  -1     -1          1 1         
m10 -1 -1                 -1        1        
m11 -1 -1                   -1       1       
m12                       -1      1      
m13 -1 -1 -1 -1 -1                         1     
m14       -1 -1  -1 -1        -1            1    
m15       -1 -1  -1 -1          -1           1   
m16           -1     -1         -1        1  
m17                       -1           1 
c1                    -1       -1        
c2                      -1      -1       
c3                    -1       -1        
c4                      -1      -1       
c5                        -1     -1      
c6                        -1     -1      
c7                              -1     
c8                              -1     
c9         -1   -1        -1           -1    
c10         -1   -1        -1           -1    
c11         -1  -1 -1    -1 -1        -1 -1         
c12   -1 -1 -1  -1 -1 -1 -1 -1 -1                       
c13         -1   -1          -1          -1   
c14         -1   -1          -1          -1   
c15         -1   -1     -1         -1       -1  
c16         -1   -1     -1         -1       -1  
c17                        -1          -1 
c18              -1    -1                 
c19              -1    -1                 
c20              -1    -1                 
c21              -1    -1                 
c22                        -1          -1 
c23     -1 -1  -1 -1    -1 -1 -1 -1 -1                  
c24              -1    -1                 
c25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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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은 최종 제품에 대한 제약조건이다. 모듈에 대한 제약조건 (4.2)는 2행부터 

18행에 해당하며, 컴포넌트에 대한 제약조건 (4.3)은 19행부터 43행에 대하여 만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세스는 총 118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의 

최종 조립 공정을 기준으로 조립 가능한 아키텍처 개수를 살펴보면, 공정 1, 공정 2, 

공정 3, 공정 4 및 공정 5를 포함하는 아키텍처는 각각 22개, 16개, 32개, 32개, 16개가 

있다. 

 
4.2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 도출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는 구조상 조립 가능한 아키텍처들 중 주어진 

공급망에서 생산할 수 있는 아키텍처이다. 공급자 역량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를 파악한다. 사례에서 냉장고 제조업체(OEM company)의 공급망에는 

20개의 모듈 공급자가 있다. 모듈 공급자의 역량 𝑢𝑗𝑝는 공급자 𝑗가 공정 𝑝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0과 1로 나타낸다. 공급자들의 역량을 행렬로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의 역량 매트릭스를 참고하면 주어진 공급망 상에서 공정 29와 공정 33을 

참고하면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를 도출하기 위해 주어진 공급망에서 실행할 수 없는 

모든 조립 공정을 찾는다. 그림 4.1은 공정 29와 공정 33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공정이 있는지 파악하는 4단계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최종적으로 공정 11, 16, 23, 25, 29 및 33에 수직선이 그어진다. 

수직선이 그어진 공정들은 주어진 공급망에서 실행할 수 없는 조립 공정을 의미한다. 

공정 11, 16, 23, 25, 29 및 33이 포함된 아키텍처는 설계가 완료되어도 실제 생산까지 

이어질 수 없는 아키텍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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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는 주어진 공급망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립 공정들만 

포함하는 아키텍처다. 이론상 가능한 118개 아키텍처들 중 공정 11, 16, 23, 25, 29 및 

33이 포함된 아키텍처를 제외하면, 총 27개의 아키텍처 대안들이 남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강건성을 계산한다. 공급망 강건성 계산을 위해 실현가능한 27개 

아키텍처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표 4.5와 같다. 아키텍처 𝑘가 공정 𝑝를 포함하면 

𝑥𝑘𝑝 = 1로 표시한다. 

표 4.4: 냉장고의 공급자 역량 매트릭스 

  
공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OEM 1 1 1 1 1                              

S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S2          1 1 1   1 1 1        1 1         

S3          1 1 1                       

S4             1 1 1 1 1 1       1 1         

S5             1 1    1                 

S6              1                     

S7               1 1 1        1 1         

S8                   1 1       1   1     

S9                   1 1 1 1 1    1 1  1  1   

S10                   1 1       1   1     

S11                   1 1 1 1     1   1     

S12                       1 1          1 

S13                       1 1           

S14                           1        

S15                            1       

S16                            1   1 1   

S17                              1     

S18                               1    

S19         1   1          1          1   

S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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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급망에서 조립할 수 없는 공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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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냉장고의 실현가능한 제품 아키텍처 

  
공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PA1 1     1      1      1      1   1 1  1     

PA2 1      1        1   1      1  1 1 1  1 1 1   

PA3 1      1          1 1      1   1 1  1 1 1   

PA4 1       1          1      1   1 1  1 1 1   

PA5 1        1         1      1   1 1  1     

PA6  1        1   1     1      1  1 1 1  1 1 1   

PA7  1          1 1     1      1   1 1  1     

PA8  1        1    1          1  1 1 1  1 1 1   

PA9  1          1  1          1   1 1  1     

PA10   1          1     1 1  1   1  1 1 1  1 1 1   

PA11   1          1     1 1   1  1  1 1   1 1    

PA12   1          1     1  1 1   1  1  1  1  1   

PA13   1          1     1  1  1  1  1    1     

PA14   1           1     1  1   1  1 1 1  1 1 1   

PA15   1           1     1   1  1  1 1   1 1    

PA16   1           1     1  1   1  1  1  1  1   

PA17   1           1     1   1  1  1    1     

PA18    1           1   1 1  1   1  1 1 1  1 1 1   

PA19    1             1 1 1  1   1   1 1  1 1 1   

PA20    1           1   1 1   1  1  1 1   1 1    

PA21    1             1 1 1   1  1   1   1 1    

PA22    1           1   1  1 1   1  1  1  1  1   

PA23    1             1 1  1 1   1    1  1  1   

PA24    1           1   1  1  1  1  1    1     

PA25    1             1 1  1  1  1      1     

PA26     1             1 1   1  1  1 1   1 1    

PA27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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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급망 강건성 평가 및 아키텍처 선정 

냉장고 사례에서 조립 공정은 최종 조립과 모듈 조립을 포함해 34개가 있고, 

공급망 상에 20개의 공급자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현가능한 아키텍처는 27개다. 즉, 

표 4.6: 실현가능한 아키텍처 대안별 공급망 강건성 

아키텍처 프로세스 강건성 

PA1 1 6 12 18 24 27 28 30     0.6875 

PA2 1 7 15 18 24 26 27 28 30 31 32  0.6086 

PA3 1 7 17 18 24 27 28 30 31 32   0.6398 

PA4 1 8 18 24 26 27 28 30 31 32   0.6711 

PA5 1 9 18 24 27 28 30      0.7188 

PA6 2 10 13 18 24 26 27 28 30 31 32  0.5961 

PA7 2 12 13 18 24 27 28 30     0.6896 

PA8 2 10 14 24 26 27 28 30 31 32   0.6114 

PA9 2 12 14 24 27 28 30      0.7156 

PA10 3 13 18 19 21 24 26 27 28 30 31 32 0.5808 

PA11 3 13 18 19 22 24 26 27 30 31   0.6293 

PA12 3 13 18 20 21 24 26 28 30 32   0.6398 

PA13 3 13 18 20 22 24 26 30     0.7019 

PA14 3 14 19 21 24 26 27 28 30 31 32  0.5981 

PA15 3 14 19 22 24 26 27 30 31    0.6487 

PA16 3 14 20 21 24 26 28 30 32    0.6943 

PA17 3 14 20 22 24 26 30      0.7256 

PA18 4 15 18 19 21 24 26 27 28 30 31 32 0.5754 

PA19 4 17 18 19 21 24 27 28 30 31 32  0.6066 

PA20 4 15 18 19 22 24 26 27 30 31   0.6244 

PA21 4 17 18 19 22 24 27 30 31    0.6557 

PA22 4 15 18 20 21 24 26 28 30 32   0.6352 

PA23 4 17 18 20 21 24 28 30 32    0.6664 

PA24 4 15 18 20 22 24 26 30     0.6981 

PA25 4 17 18 20 22 24 30      0.7294 

PA26 5 18 19 22 24 26 27 30 31    0.6515 

PA27 5 18 20 22 24 26 30      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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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 = 24, 𝐽 = 20, K = 27이다. 실현가능한 아키텍처 대안 각각에 대하여 식 (3.5)로 

공급망 강건성을 계산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이 때, 식 (3.5)는 모든 공급자의 실패 

위험 가능성을 같다고 가정하여 분모에 공급망 대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 공급망 강건성이 가장 큰 아키텍처는 지표의 값이 0.7294인 PA25이다. 

25번 제품 아키텍처는 냉장고를 4-17-18-20-22-24-30 프로세스를 통해 조립하는 

공정이다. 표 4.3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통해 조립 구조를 파악해보면 최종 조립을 

모듈 4, 5, 6, 7, 8 및 13과 컴포넌트 12로 실행하는 아키텍처이다. 각 모듈은 하위 모듈 

없이 컴포넌트의 조립으로 생산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 지표에 따르면, 25번 아키텍처로 제품을 설계한 경우 공급자 실패 상황에서 

공급망 구성 대안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25번 아키텍처 

프로세스에 포함된 공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많아서 어느 한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하더라도 전체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2: PA25의 제품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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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성 지표는 제품 아키텍처를 발전시키는 여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설계의 대안을 확장하고 추려나가면서 제품을 구체화한다. 제품 

아키텍처를 구체화하여 몇 개로 압축된 대안을 평가할 때 여러 기준들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제품 아키텍처 개발 초기에 최종 조립을 기준으로 강건성을 

평가해볼 수도 있다. 최종 조립을 기준으로 제품 아키텍처의 강건성을 비교해보면 

공정 1, 2, 3, 4 및 5로 최종 조립하는 아키텍처는 각각 평균 0.6652, 0.6532. 0.6523. 

0.6489 및 0.6899의 값을 보인다. 이를 참고하면 최종 조립 공정을 5로 정하는 경우 

공급망 강건성이 높다. 공정 5는 모듈 5, 6, 7, 8, 9 및 13과 컴포넌트 12와 23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즉, 모듈을 개발할 때 모듈 5, 6, 7, 8, 9와 13으로 구성되는 제품 

아키텍처가 공급망 붕괴에 보다 강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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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논문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 초기 단계인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공급망 붕괴를 

고려하여 제품의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했을 때 그 대안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으로 정의하였다. 제품 조립 구조에 대한 정보와 공급자 역량 정보를 

통해 제품 아키텍처의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였으며, 각 대안들 중 공급망 

강건성이 가장 높은 아키텍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강건성 지표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보면, 선정된 아키텍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급망에 존재하는 공급자가 

공급에 실패했을 때 대체 공급자가 평균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아키텍처다.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 지표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구체화할 때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자연 재해의 증가 

등으로 공급망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여러 

대안이 가능한 경우 이들 중 공급자 실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제품 

아키텍처를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특히 공급망 붕괴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떠한 컴포넌트와 모듈을 선택할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조립 구조와 주어진 

공급망의 공급자 역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조립 관점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작성하기 위해 제품의 조립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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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이전 연구들에서도 트랜지션 매트릭스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EOL(end-of-life) 제품의 분해 계획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이를 작성하려면 모든 하위 조립품 분할과 최종 

제품에서부터 분해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분해 구조가 제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트랜지션 매트릭스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아키텍처 정보에 기초하여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기도 하였다(Kang 등, 2010).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품 아키텍처 선정 방안의 활용 용이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역량 정보는 공급망 상에 있는 모든 공급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제품 개발 단계 중 콘셉트 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공급자들에게 제품 컴포넌트와 모듈의 생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실제 생산에서는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5.2 향후 연구 

제품 아키텍처의 공급망 강건성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강건성을 정의할 때 모든 공급자의 실패 위험 가능성(risk likelihood)을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험 가능성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공급자가 

공급망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즉 공급자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risk impact)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의 범위를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자까지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공급망 붕괴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품 개발에서 공급자와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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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신제품의 경우 공급망의 응답성과 유연성이 중요할 수 있다. 공급망의 

다양한 측정지표, 즉 강건성, 복원력, 신뢰성, 응답성, 유연성 등이 제품개발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모듈화 수준과 강건성 지표 간의 관계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제품 아키텍처를 

통합형으로 설계하는 것과 모듈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공급망 강건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할 수 있다. 제품의 아키텍처와 공급망 네트워크 특성의 연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둘 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제품 아키텍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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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vents such as the 2011 earthquake in Japan and COVID19 that broke down the 

global supply chains have increased the interest over the strategies to reduce negative 

impacts of supply chain disruption. Many studies focus primarily on the supply chain 

strategies, such as buffer inventory, reserve storage, dual or multi-sourcing.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ology to select product architectur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d-

uct development process to mitigate the impacts of supply chain disruption. The product 

architecture is identified from the assembly viewpoint, and the architecture alternatives 

are derived by aggregating the product assembly structure information and the supply 

capacity information. Finally, the alternatives are evaluated in context of robustness and 

the best alternative is chosen. The product architecture robustness is defined by the 

number of supply chain configurations for the architecture. The methodology to select 

the architecture having robust supply chain is applied to the refrigerator case, and the 

robustness indices for feasible architectures a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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