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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조업체들은 대량 맞춤 생산을 위하여 제품 군 설계 전략을 사용하며 다양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여러 종을 한 라인에서 생산하는 혼류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공하는 제품의 수가 많아지면서 생산 측면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라인 

전체 흐름의 변동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 변동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제품 다양성을 계획할 때 생산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산성을 고려한 제품 다양성 계획을 위해서는 

제품 다양성에 따른 생산 작업 내용 및 자원 변동 분석과 이에 따른 생산성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다양성을 위한 부품 설계 요소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생산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실제 용접공정에서 

제품 종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 분석을 기반으로, 용접 공정의 생산성과 관련된 

생산 변동 요소 및 생산 변동을 일으키는 제품 설계 요소를 규명한다. 도출한 변동 요소를 

기반으로 제품의 다양성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개발한다.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와 작업 별 표준시간 정보로부터 도출된 생산 

시간 변동을 기반으로 라인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자동차 도어 

부품용접라인의 사례에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품 종에 따른 용접 공정의 변동 분석 및 

생산성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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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제품 다양성 결정은 많은 제조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문제이다. 과거 

제조기업들은 한 가지 종류의 제품을 똑같이 대량으로 만들어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대량 생산(mass production)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시장 트렌드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객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날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량 맞춤 생산(mass customization)방식으로 변화했다(Pine, 1993). 

대량 맞춤 생산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고객 요구에 따라 차별화 

요소를 달리하고 공통적인 서브시스템, 기술, 공정 등 공통 요소, 즉 제품 플랫폼을 

가진 제품들의 집합을 출시 하는 제품 군(product family)설계 전략을 사용한다(Jiao and 

Tseng, 1999). 다품종 생산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여러 종을 한 라인에서 생산하는 

혼류생산방식(mixed-model production)을 도입하여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Okamura 

and Yamashina, 1979). 대표적인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차체의 하단 프레임을 공용화 

하여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엔진과 상체의 변경만으로 다양한 제품을 설계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생산 공정을 프레임 기반에 맞춤으로써 전반적인 공정을 단순화시켜 

생산시스템의 운영효율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제품에 플랫폼을 공용화 함으로써 

투자비를 절감하였다(김진회, 2015). 그림 1.1은 제품 군 설계 전략을 이용하여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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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혼류생산방식으로 생산한 현대자동차의 공장별 생산 모델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1.1 혼류생산방식을 이용하는 공장별 생산 모델 

 

제품다양성은 고객 니즈 다변화 대응과 동시에 생산 측면에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생산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경험적 관찰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져 

왔으며(MacDuffie et al., 1996; ElMaraghy et al., 2013) 이러한 생산성능저하를 줄이기 위해 

제품 설계 측면에서는 제품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공용화 시키는 

것(Robertson and Ulrich, 1998; Simpson et al., 2006)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또한, 

제품을 모듈 단위로 구분한 후 모듈들의 조합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전략인 모듈러 디자인 전략을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듈 단위로 공급을 받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방법론도 제시되었다(Otto and Wood, 2001).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워크스테이션들의 작업시간들이 일정하도록 작업들을 할당하는 

라인밸런싱(McMullen and Frazier, 1998)이나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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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갖게 설계하는 유연 생산 시스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구축(Browne et 

al., 1984) 및 재구성 가능 제조시스템(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 구축(Koren 

et al., 1999)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 수요 충족과 동시에 한정된 제조 

라인에서 효과적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주요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레임, 엔진, 샤시, 도어 등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여 고객 요구사항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이기상, 1995). 새로운 완성차제품의 출시 혹은 기존 완성차제품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이루는 부품의 설계 변경이 생기며 이를 생산하는 라인에서는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차체 및 차대와 

관련한 부품은 소재의 변경 혹은 디자인 변화 등 잦은 요구사항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품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용접 및 접합 공정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인성 외, 2016). 많은 중소기업이 부품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같은 경우 한 제품 생산을 위한 전용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품종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장윤석 외, 2020).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들은 완성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신차에 소요되는 부품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품종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일지라도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여 대응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상호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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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정의 

대량맞춤생산은 다양한 고객 니즈의 충족과 동시에 경제적인 생산이 목표이다. 

제품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인 부품이 다양해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 프로세스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각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작업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생산 작업 변동은 워크스테이션마다 

작업시간 변동을 일으키며 라인 전체의 흐름 변동을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생산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다양성을 계획 할 때 생산에 앞서 미리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 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측정 및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림 1.2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 다양성을 

계획할 때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품 A, 

B, C를 생산할 때 제품에 따라 설비나 장비, 프로세스 등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제품 종 수 혹은 제품 종의 조합별 라인의 생산성도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품 

A를 단독 생산할 때의 생산성과 제품 B,C 혹은 제품 A, B, C를 혼류생산하는 라인의 

생산성은 다르게 되며 이를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여 의사결정가능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산성 측정 및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제품 다양성이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와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를 최소화 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연구 배경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제품 다양성이 생산 변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 변동 분석과 생산성 측정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제품 다양성을 위한 부품 설계 요소의 변화가 생산 작업 내용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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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생산성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품 종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 분석을 기반으로, 용접 

공정의 생산성과 관련된 생산 변동 요소 및 생산 변동을 일으키는 제품 설계 요소를 

규명한다. 도출한 변동 요소를 기반으로 제품 다양성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라인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실제 자동차 도어 부품용접라인 사례에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품 종에 따른 용접 공정 변동 분석을 수행하고 제품 종 수와 종 

조합별로 나타나는 생산성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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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품 설계 단계에서 생산성을 고려하여 제품 다양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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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제품 다양성이 생산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 및 실증적 연구를 살펴본다. 제품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시스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설계 측면에서 제품 다양성 관리에 

대한 연구와 생산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제시된 방법론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제품 

다양성이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생산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 후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제품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내용 변동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생산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차체 도어 용접라인사례에 적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하고 방법론에 대한 의미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본 연구의 활용과 기대 효과를 서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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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제품다양성과 생산성 

2.1.1   제품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것은 

생산비용을 높이고 생산 측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ElMaraghy et al., 2013). 기존 연구들은 제품 다양성이 생산 시스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험적 관찰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혔다. MacDuffie et 

al.(1996)는 제품 다양성을 세가지 척도로 정의하고 이 중에서 부품 복잡도(part 

complexity)가 적시 생산 시스템(Just-in-Time)뿐만 아니라 대량생산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동차 조립공장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혔다. Fisher and 

Ittner(1999)는 제품의 다양성에 따른 작업 변화가 작업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조립 중단 시간, 불량을 위한 재작업과 재고 수준이 증가하여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밝혔다. 

 

2.1.2   제품 설계 측면에서의 접근 

생산시스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설계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모듈러 디자인 전략은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분하고 모듈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설계하는 전략이다. Ulrich(1995)는 물리적인 

요소에 제품의 기능을 할당한 것을 모듈이라고 정의하고 제품의 모듈화를 통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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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을 보다 전문화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완화시키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유연성을 갖게 했다. Otto and 

Wood(2001)는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과 관련한 생산 

방식과 조립 과정에 따라서 모듈화를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Meyer and 

Lehnerd(1997)는 대량 맞춤 생산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품들을 찾아내고 이 부품들의 집합을 플랫폼이라고 정의하였다. Simpson et al.(2006)는 

제품 군 사이에서 공용화 되는 부품들의 집합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를 감소시킴으로써 생산 비효율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ElMaraghy and Abbas(2015)는 플랫폼의 개념을 생산 시스템에 

확장하여 제품과 제품을 담당하는 생산 설비를 맵핑하여 제품군 내에서 공용화된 

제품-생산설비의 집합을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Co-platforming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조형제와 김철식(2013)은 모듈러 디자인 전략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모듈화 시킨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사례를 통해 모듈 기반 제품 설계가 조립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1.3   생산 측면에서의 접근 

제품 설계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 비효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다품종을 효율적으로 생산 하기 위한 

생산계획의 수립을 동적 계획법(Sox and Muckstadt, 1996)이나 정수 계획법(Integer 

Programming)기반 최적화 모델(Balakrishnan and Vanderbeck, 1999)로 진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Kim et al.(1998)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재고 절감을 위한 생산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이를 사례 업체에 적용하여 생산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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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였다. 특히, 설비나 자원이 한정된 제조 라인에서 다품종을 효과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시스템에서의 최적 생산계획 수립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Chen(2001)은 혼류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재작업 등의 문제를 

유전 알고리즘 기반 생산계획 수립 모델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략적인 

생산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작업장의 설비를 재배치하거나 최적의 공정배치 및 

스케줄링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라인밸런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목학수 외(2001)는 자동 조립과 수동 조립이 혼합되어 있는 조립공정 전체를 

단위공정으로 나누고 조립 메커니즘에 따라 설비나 자원을 할당하여 라인밸런싱을 

달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품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들도 존재한다. Koren et al.(1999)은 재구성 가능 

제조시스템(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의 개념을 제시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시스템 구조가 변경 가능하게 초기부터 설계 함으로써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정의 재구성을 통해 생산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하였으며 공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산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Brown et al., 1984; Sethi and Sethi, 1990; Koste and Malhotra, 1999).  

Brown et al.(1984)는 기계 설비가 복수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여 공정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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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분석 및 평가 

2.2.1 생산시스템의 복잡성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생산시스템이 복잡해지며 이러한 복잡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ElMaraghy and Urbanic(2003)는 제품 복잡도와 

프로세스 복잡도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이 두가지가 생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립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형상의 수와 종류에 따라 제품 복잡도를 

정의하고 제품에 따른 작업의 수나 종류 및 작업 난이도에 따라 프로세스 복잡도를 

정의하였다. Frizelle and Woodcock(1995)는 생산시스템의 복잡성을 워크스테이션 

하나에서 발생하는 정적인 복잡성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복잡성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Park and Kremer(2015)는 생산방식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적인 복잡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Zhu et 

al.(2008)는 혼류생산라인에서 작업자의 업무 선택 불확실성을 Shannon의 엔트로피 

함수(Shannon, 1948)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작업자 선택 

복잡도(Operator Choice Complexity)를 제시했다. Oh et al.(2020)은 제품의 부품 변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립 공정의 복잡성을 부품이나 고정구를 선택하는 작업자의 선택 

불확실성으로 보고 Operator Choice Complexity 개념을 이용하여 제품의 부품 변종수를 

기반으로 생산복잡도를 측정하려 하였다.  

 

2.2.2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분석 및 평가 

시뮬레이션은 수리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스템 모형을 통해 

구현하여 실험해보고 근접한 해를 구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론이다(이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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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9). 현실에서 얻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한 제조 프로세스와 동적인 공정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이근철과 

최성훈, 2011). 최근 다양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제조공정의 생산성 이슈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채종인과 박양병(2010)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병목 공정에 추가적인 기계 투입을 통한 라인 밸런싱, 제품 그룹 

계획 그리고 작업자의 재배치를 진행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여 수립된 방안이 생산량의 증가를 이끌어냄을 보였다. 

이근철과 최성훈 (2011)은 공정별로 혼합흐름공정에서 예산의 제약이 존재할 때 

최적의 공정별 기계 대수 조합을 결정하는 용량계획 문제를 C언어 기반 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해 여러가지 기계 대수 조합을 진행해보는 휴리스틱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노인호(2018)는 실제 Fume Hood가 조립되어지는 사례를 관측하며 스톱워치법으로 

애로공정을 찾아낸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 대안 모델들을 구현하여 각 모델들의 

생산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2.3 관련 연구의 한계 

제품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이슈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제품의 다양성이 생산시스템의 성능 악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제품의 어떤 요소가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고 

실증적인 연구만을 통해 보여주어 한계를 가진다. 설계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품 

군내에서 공용화 되는 부품을 도출해 공정이 이루어지는 부품의 수를 줄이거나 모듈러 

디자인 전략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론들이 제시 되었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제품 다양성을 줄여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매출의 손실을 이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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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어렵다(Jiao et al., 2007). 생산측면에서 생산시스템의 재구성이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생산성 이슈를 해결하려는 방법론들도 제시되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기술적인 한계 등의 이유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ElMaraghy et al., 2012). 생산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제품 다양성이 생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제품 종수나 제품 종의 조합이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조립 공정을 

유형별로 나눈 노력은 있었지만 부품을 다루는 작업자 입장에서 작업의 어려움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부품의 수만으로 생산 복잡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생산 시간의 변화를 관측하여 생산성을 평가하는 방법론도 

존재하였지만 제품 다양성의 어떤 요소가 생산 시간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특히,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론에서는 

생산 시간의 변동만으로 생산성을 측정하고 제품의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를 

시뮬레이션에 반영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부품과 관련된 작업 내용을 

분석하고 제품 다양성의 어떤 요소가 생산 시간의 변화를 일으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생산성을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생산라인에 끼치는 영향을 작업 내용 

단위로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 생산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품 

다양화를 이루는 요소와 이로 인해 생산 측면 변동이 일어나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한다. 실제 자동차 부품 용접 

공정에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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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성 평가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 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분석 및 

평가 방법론을 제안한다. 작업내용 변동 분석, 공정 시간의 변동성 분석, 생산 계획 및 

생산라인 구성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각 생산라인에 따른 

생산성을 측정 및 평가한다. WIP(Work In Process), 자원가동률(Utilization) 그리고 

생산량을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여 제품 종 조합별과 종 수별 라인의 

생산성을 평가한다.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자동차 부품 용접 작업 라인의 구체적인 

환경을 시뮬레이션에 구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용접 라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1절에서는 자동차 부품 용접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3.2절에서는 용접 공정의 생산성과 관련한 생산 변동 요소 및 생산 

변동을 일으키는 제품 설계 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3.3절에서는 

제품 다양성에 따른 생산 측면의 변동으로 인한 생산성 평가하기 위해 작업 내용 

단위로 변동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고 실제 자동차 부품 용접 작업 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에 대한 내용을 3.4절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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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성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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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동차부품 용접 산업 

자동차는 3 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성차기업은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으로부터 조립용부품을 납품 받아 완성차 조립라인에서 다양한 공정을 거쳐 

자동차를 생산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자동차부품 용접 산업은 용접 기술을 

주로 이용하여 완성차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하부 단위의 부품을 조립 및 용접하여 자동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부품집합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로 한정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체(Body)와 차대(Chassis)는 프레스 금형으로 성형된 

패널을 지그로 고정하고 여러 용접 방법을 통해 얇은 철판을 조립하여 생산된다. 용접 

방법에는 레이저(Laser)용접, 심(Seam)용접, 스폿(Spot)용접 등 많은 방법이 있다. 특히, 

차체나 차대 조립 라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폿 용접(저항 점용접)기술은 

자동화가 용이하고 대량생산에 적용이 가능하여 차체 결합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차량 경량화나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변화 등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체 부품의 소재나 형상의 다양성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부품 생산에 용접 기술 

및 자본의 필요 등 생산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산라인의 생산 효율의 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생산 비용의 증가를 이끌게 되며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동차 부품 용접 

산업은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용라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품종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다품종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는 라인을 새로 계획하여 많은 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이미 다품종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일지라도 제품 다양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정량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여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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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은 자동차 부품 용접 공정에서 제품 종에 따른 작업 내용 

단위의 변동 분석을 통해 생산 측면의 변동으로 인한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점 용접 기술을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부품 용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이 방법론을 통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 다양성에 

따른 라인의 생산성을 평가하여 제품 종의 수나 제품 종의 조합을 결정하는 제품 

다양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2 제품다양성과 생산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 분석 

제품 다양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측면 변동의 분석을 위해서는 제품 다양화를 

이루는 요소와 생산 측면 변동을 이루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측면의 변동이란 제품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작업 내용의 변화 즉, 생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생산 변동은 라인 전체의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생산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생산 효율을 서술하기 위하여 생산성(productivity) 

이라는 생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며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을 측정한 지수를 의미한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다양성의 어떤 점이 생산의 어떤 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를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는 생산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정의 되어있지 않고 구성품(component)이나 

부품(part)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 생산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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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제품 다양성을 설명하는 요소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설계 단위로 분석하여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제품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존재 할 수 있지만 제품 설계 

측면에서 Suh(1998)는 공리적 디자인 설계에서 제품을 이루는 요소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단위로 정의하였다. 고객의 니즈(customer needs)는 제품의 기능적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과 연결되어 있고 제품의 기능은 이를 구현하는 설계 

변수(design parameter)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장의 

요구사항은 제품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제품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인 

설계 변수 단위로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종의 특성은 생산 작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계 변수 단위라 보고 제품 다양성은 설계 변수 변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 또한,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는 관련 작업 

요구 변화가 생기는데 이를 생산 측면 변동 요소로서 설계 변수와 관련된 공정 요구 

변동(processing requirement variation)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3.2 에서 제품다양성은 설계 

변수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른 공정 요구 변동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여러 용접 공정 분석과 용접 및 접합 관련 서적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설계 변수 단위의 변화가 생산 작업의 변화를 일으킨다 것을 

발견하였다. 생산 작업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성 

평가를 위해서는 작업 내용 단위의 변동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 냈다. 그림 

3.3 과 그림 3.4 는 실제 용접작업 라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품 다양화와 생산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 도출에 기본이 된 자료의 일부분이다. 제품에 따라 생산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적색 박스로 표시하여 생산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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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리어크로스 멤버 용접조립라인 분석 사례에서는 부품의 무게와 구멍의 개수에 

따라 부품 로딩, 용접점의 개수, 품질 확인이 필요한 용접점의 개수 그리고 부품 

언로딩 작업이 달라진다. 또한, Reinf assembly side complete 라인에서는 부품의 길이와 

소재 그리고 형상에 따라 지그 구조의 변화, 용접이 필요한 용접장의 길이, 용접에 

필요한 용접기의 변동 그리고 품질 확인이 필요한 작업의 양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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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제품 다양성과 생산 측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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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실제 용접작업 라인 분석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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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실제 용접작업 라인 분석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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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접작업 라인의 관찰을 토대로 제품 다양성 요소를 작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계 인자인 부품의 소재, 무게, 구멍의 개수, 길이, 형상 총 5 가지로 도출하였다. 설계 

인자의 변화에 따라 공정 작업의 변동을 이루는 생산 변동 요소를 작업을 하는 동안 

변동이 생기는 작업 변동 요구(operating requirement)와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 set-

up 단계에서 요구되는 셋업 변동 요구(set-up requirement)로 분류하였다. 작업 변동 

요구는 작업이 필요한 점의 개수, 작업이 필요한 길이, 품질 확인이 필요한 점의 개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길이 총 4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업 변동 요구는 부품 

로딩/언로딩의 양, 지그 구조 변화, 용접기 총 3 가지로 구성되어 생산 변동 요소가 총 

7 가지로 도출되었다. 그림 3.5 는 제품 다양성을 이루는 제품설계요소들이 생산 작업의 

변동을 일으키고 생산 작업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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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자동차 부품 용접작업라인에서의 제품다양성과 생산변동을 이루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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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가 되어있는 용접 라인의 경우 워크스테이션 사이에서 조립된 부품을 

옮기는 작업은 로봇이 하기 때문에 무게가 로딩/언로딩의 양 변화를 일으키게 되지 

않지만 처음 라인에 부품을 투입할 때, 워크스테이션 중간에 추가적인 부품을 투입할 

때, 마지막으로 라인의 끝에서 부품을 팔레트에 적재 시킬 때는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기 때문에 부품의 무게는 결과적으로 부품 로딩/언로딩의 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동차 강판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판과 강판 사이를 

나사로 끼우고 용접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하며 부품에 뚫려있는 구멍의 개수는 용접 

작업이 필요한 점의 개수로 볼 수 있다. 구멍의 개수가 많이 뚫려 있는 부품일수록 

작업이 필요한 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의미한다. 구멍의 

개수는 또한 공정의 막바지인 품질 확인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동차 

부품용접라인의 마지막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공정라인에서는 한 제품만 다루기 때문에 기계가 품질 확인이 

필요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프로그램화 되어있어 자동적으로 스캔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지만 다품종 생산라인에서는 하나의 기계에 여러가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제품의 길이 

또한 구멍의 개수와 같은 논리로 생산 작업의 변화를 일으킨다. 길이에 따라 용접이 

필요한 점의 개수나 실링(sealing)과 같이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고 품질 확인 작업의 양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부품의 길이는 용접장 길이와 품질 

확인 길이에 영향을 주고 이는 생산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구멍의 개수와 달리 부품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그 구조 변화를 일으킨다. 

길이에 따라 모재의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모재의 위치를 변환해 줘야 할 경우 

지그(Jig)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작업자는 선택 옵션이 있는 자동화된 지그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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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변화에 대응한다. 제품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형상에 따라 지그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며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지그 로봇을 가지고 작업자가 버튼으로 컨트롤 

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한다. 표 3.1 은 제품설계요소들이 생산변동요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Design parameter-processing requirement 관계 매트릭스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제품설계요소가 생산변동요소와 관련이 있다면 X 자로 표기가 되고 

관련이 없다면 공백으로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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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업내용 변동 분석 

라인의 생산성은 라인을 이루는 각 워크스테이션의 생산 시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각 워크스테이션마다 부품 종 별 생산 시간의 변동 분석을 위해서는 작업 

내용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변동 요소를 

기반으로 제품 다양성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개발하였다. 부품마다 변동 요소를 기준으로 작업내용을 기입하여 부품마다 

어떻게 작업이 변동하는지를 표를 통해 분석한다. 생산시간 변동 분석을 위해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매 공정마다 작성하고 이렇게 분석된 작업의 변동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 시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6 는 부품 A1 을 부품 B1 이나 

부품 B2 와 점 용접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간단한 공정을 

보여주며 표 3.2 는 작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계 인자와 관련 있는 작업 내용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해당 공정의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기록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6 점 용접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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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 

 

 

 

 

생산 시간의 변동 분석을 위해서는 작업내용 변동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변동 

시간의 분석이 필요하다. 작업 시간은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와 기계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에 

따라 스킬, 신체 사이즈 등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관리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표준공수시간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표준시간은 표준화된 

작업조건하에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보통 정도의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도출한 것이다. 작업자 개개인에 따라 작업시간의 편차가 

생기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의 범위에 속하기 않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표공수시간을 따른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또한, 기계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기계 

마다 생산능력(capac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 시간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3 은 앞에서 보여준 

공정에 필요한 표준공수시간과 기계의 생산능력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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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작업에 필요한 표준공수시간과 기계의 생산능력 

 

 

 

앞에서 도출한 변동 요소를 기반으로 제품 다양성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작성하고 작업에 필요한 표준공수시간과 

기계의 생산능력 정보를 활용하여 각 제품 종마다 생산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표 3.4 는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와 표준공수시간 및 기계 생산능력 

정보를 가지고 완성된 작업 내용 별 시간 분석 정리를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종이 다를 때 마다 각 워크스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생산 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생산 시간의 변동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동에 따른 라인의 생산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표 3.4 작업 내용별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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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법론 적용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품 다양화에 따른 생산성 평가를 위해 용접 기술을 주로 이용하는 조립 

라인이며 자동차 부품 용접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체 조립 라인의 

정보를 가지고 구성된 자동차 부품 용접 공정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자동차 부품 공장은 용접기마다 작업 능력이 정해져 있는 상황(capacity-constrained) 

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적용가능하다.  

 모델은 제품 다양화 요소인 설계 인자를 입력 값(input)으로 사용하고 생산성을 

출력 값(output)으로 갖게 된다. Arena 10.0 을 이용하여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그림 

3.7 과 같다. Arena 의 대표적인 모듈인 Create, Assign, Decide, Process 등의 주 모듈을 

활용하여 용접공정 내에 있는 제품을 나타내는 개체 생성, 각 공정 단계의 처리 

시간에 대한 분포 발생, 주요 의사 결정 로직 표현, WIP 의 개수 및 주요 성능 변수 

들에 대한 정보를 구현하였다. 특히,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용접, 특히 점 용접을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원에 

대한 정보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다. 조립 공정은 장비와 

작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화 된 기계 중심의 조립라인이지만 작업자가 부품을 

로딩/언로딩 하거나 품질 확인을 위한 검사 공정에서는 공정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계의 작업 능력과 작업자의 작업 능력을 모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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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들은 입력 값을 생산시간으로 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제품 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혼류생산모델을 표현하려고 한 방법들은 혼류생산라인을 

표현하기 위해 Create 모듈을 이용하여 한 제품당 하나의 Create 모듈을 생성하여 

모델링하였다. 예를 들면 4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혼류생산라인은 4 개의 개체가 각각 

생성된다고 보고 모델링을 진행한것이다. 이런 경우 제품 5개 혹은 3개와 같은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다르게 Variable 기능과 Assign 모듈을 통해 자동으로 제품 

종 특성을 입력할 수 있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한 제품을 생산할 때의 

상황뿐만 아니라 혼류생산공정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개발한 모델은 입력 값(input)으로 제품 다양화를 이루는 제품 설계인자를 이용하며 

제품 설계 인자가 바뀔 때 마다 그에 맞는 생산 시간의 변화가 생기도록 모델링 

되었다. 그림 3.8 은 Process 모듈에 무게 변화에 따른 작업 시간 변동 함수를 구현하는 

것을 보여주며 무게가 바뀔 때마다 작업 변동이 생기는 공정의 생산 시간을 입력이 

되도록 모델링을 한 함수를 보여주는 아레나 시뮬레이션의 일부이다. CONT 함수를 

이용하여 부품의 유형이 바뀔 때 무게가 자동으로 바뀌어 생산시간으로 환산이 되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델링 되었다. 이름은 임의적으로 부여해줄 수 있으며 알파벳 

v 와 a 는 variable 과 attribute 를 뜻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3.8 Process 모듈에 무게 변화에 따른 작업 시간 변동 함수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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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생산라인 구현을 위해 각 개체마다 제품 종의 특성을 Assign 모듈을 통해 

부여하고 이에 따라 공정의 처리를 받게 하였다. 또한, 제품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모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제품 종의 특성에 맞는 설계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Assign 모듈을 통해 부여가 될 수 있도록 Variable 기능을 

이용하였다. 그림 3.9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에 설계 변수를 입력 값으로 

설정하도록 모델링 해놓은 것을 보여준다.  

 

 

 

그림 3.9 Variable 기능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를 입력 값으로 쓰도록 설정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정에 대한 환경 변화들은 확률적인 분포를 따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Arena 에 

내장되어있는 함수들을 이용하였다. 개체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분포나 공정 시간에 

대한 분포 등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용접 라인 분석사례에서 사용하는 확률분포를 

따랐다. 개발된 모델에서 입력 값으로 가지는 각 설계 변수인 고정된 값에 따라 확률 

분포를 가지는 공정을 거쳐 라인의 생산성을 평가하게 된다. 편의를 위하여 각 제품 

종에 따라 그림을 부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동안 각 개체들이 어떤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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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공정에 쌓인 대기행렬이나 처리가 진행 

중인 개체 수 등 실시간 정보도 활용 가능하다. 개발된 모델은 아레나 시뮬레이션 

버전이 일정이상이라면 단시간에서부터 연 단위까지 범위에 걸쳐 모든 공정활동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작업시간을 설정하여 공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설계 변수들이 변하면 설계 변수들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달라진 조합에 따라 라인의 생산성이 달라지게 된다. 제품 종 혹은 제품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다품종 생산라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여 제품 설계 

단계에서 생산성을 고려하여 제품 다양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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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연구 

 

4.1 실험 문제 

    K3 완성차 차체를 이루는 사이드 어셈블리 부품을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의 

REINF ASSY-SIDE COMPL LINE 실제 용접작업 사례에 본 모델을 적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그림 4.1 은 자동차 차체 사이드 어셈블리 부품을 보여준다. 

 

 

그림 4.1 자동차 차체 사이드 어셈블리 부품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의 용접 공정은 기본 어셈블리에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며 생산 품목에 따라 설비 및 작업이 다르고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오다 최근 생산 품목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 다품종 

생산라인의 생산성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 회사의 주요 품목인 세가지 제품 

종 K0000, K0050, K0100 을 생산하는 라인의 생산성평가를 위해 각 제품을 생산했을 

때, 두 가지 제품 (K0000&K0050, K0000&K0100, K0050&K0100) 을 생산하는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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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제품을 생산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각 제품 종수나 제품 조합별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다양성 의사결정 할 때 도움을 준다. 표 4.1 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에 대한 정보이며 이 설계 변수의 정보는 시뮬레이션의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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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제품 종별 설계 변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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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공정 라인은 직서열 방식으로 생산되게 구성되어있으며 2 교대로 한 

사람당 하루에 8 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를 가져 하루에 16 시간을 가동한다. 사례 

연구는 하루 16 시간동안 30 일 동안 라인을 가동 했을 시 라인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전체 공정 중 제품 다양화에 따라 작업의 

변동이 있는 공정을 포함하여 용접공장에서 중요한 주요공정들을 골라내어 총 

6 공정에 대해 구현하였다. 라인 구성은 각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와 

자동화된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4.2 는 전체 공정의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라인을 이루는 주요 설비로는 저항 점용접(RSW)로봇 3 대, 알루미늄 저항 점용접 

(RSFW)로봇 1대, 실링 로봇 1대, Handling robot 12대, 지그 5대, Clamp 5대, Vision 로봇 

1 대, 타각기 1 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는 용접기마다 정해진 작업능력이 

있는 상황인 생산능력 제약(capacity-constrained)상황이다. 제품 다양화에 따른 생산 

변동이 일어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의 생산능력과 작업자의 표준 공수 시간을 표 

4.2 에 정리하였다. 용접 작업 라인에 사용된 모든 기계의 생산능력과 작업자의 표준 

공수 시간은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었다. 또한, 공정 순서(sequence), 프로세스 

경로(routing), part flow, 생산 계획 (production planning), 투입 순서 및 룰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제품설계요소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여 공정 별로 순서와 프로세스 경로를 

달리 하여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였다. 공정 수나 설비 수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례 연구에서는 공정 수, 설비 수, 설비의 

작업능력 등과 같은 생산라인의 정보는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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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작업 변동이 일어나는 작업의 기계 생산 능력과 작업자의 표준공수시간 

 

 

 

각 워크스테이션의 작업자는 제품 종이 달라질 때마다 작업 변동이 생기는 사항을 

개발된 작업 변동 내용 분석표에 기입한다. 표 4.3 은 다른 품종을 생산할 때 마다 

달라지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작업 변동 내용 분석표이다. 이렇게 작성된 작업 

변동 내용 분석표를 통해 어떠한 작업이 변동 되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기입한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를 통해 어떤 작업이 변동 하였는지 체크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 변수를 입력하면 각 제품 종마다 변하는 작업 내용에 따른 생산 

시간으로 시뮬레이션에 환산되어 자동으로 입력된다. 제품 종에 따라 환산된 생산 

시간의 변동은 각 스테이션마다의 공정 시간 불균형을 일으켜 생산성 저하를 

발생시키며 이는 표 4.4 에 정리된 시간 분석을 보면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시간 

변동이 일어난 부분은 적색부분으로 표시하여 강조하였다. K0000 을 단독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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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각 공정 사이의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크지않다. 하지만 K0000 과 K0050 를 

혼류생산 한다면 각 공정의 생산 시간의 변동으로 인해 각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총 

공정 시간의 변동이 생기게 되며 이는 각 공정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커지게 된다. 공정 사이의 불균형은 전체 

라인의 불균형으로 전파되어 라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작업내용 변동 분석표는 이러한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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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작업내용 별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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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작업내용 별 시간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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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작업내용 별 시간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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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4.2.1   평가척도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제 자동차 부품 용접 작업 라인에 적용하였으며 

생산성 평가의 지표로 자원 가동률(Utilization)과 WIP(Work In Process) 그리고 생산량을 

사용한다. 자원 가동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장비 혹은 노동력이 얼마나 

사용 되었는지에 대한 수치이며 현재 생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는 설비 혹은 인적 자원의 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생산 작업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받는다. WIP 은 시뮬레이션 수행 후 공장에서 생산과정 중에 있는 물품의 

개수를 의미한다. WIP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정 중 한 작업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중에 있는 제품 혹은 작업을 기다리고있는 제품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에서 많은 대기가 발생한다면 각 공정에서 부품을 처리하는 생산능력이 낮고 

라인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량은 최종적으로 생산이 끝난 

산출물(Output) 즉, 제품의 수를 의미한다.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높을수록 단위당 

낮은 원가를 들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4.2.2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원 가동률은 세가지 제품 종 K0000, K0050, K0100을 생산하는 라인의 

생산성평가를 위해 각 제품을 생산했을 때, 두 가지 제품(K0000&K0050, 

K0000&K0100, K0050&K0100)을 생산하는 경우, 세 가지 제품을 생산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표 4.5는 각 제품 조합에 

따른 생산량, WIP, Utilization을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K0000, K0050, K01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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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제품을 한 라인에서 생산했을 때 가장 생산량이 910개로 가장 적었고 한가지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 957개로 생산량이 가장 높았다. WIP은 세 가지 제품을 혼류 

생산 했을 때 35개로 가장 높이 나왔으며 이는 공정과 공정 사이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 중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라인 전체의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반면 한가지 제품 K0050을 생산했을 때 WIP은 18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정들 사이의 공정 시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들 사이의 편차가 작기 때문에 공정과 공정 사이에 쌓이는 재고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는 라인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을 혼류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공정 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tilization은 세가지 제품을 혼류 생산했을 때가 제일 낮으며 한가지 

제품을 생산했을 때 높은 자원가동률을 보인다. 이는 각 공정의 설비나 인적자원이 

가동이 어느정도 되고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며 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가장 

설비나 자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4.3은 한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 나타나는 각 공정에서의 Utilization이며 그림 4.4는 세 제품을 혼류 

생산했을 때 각 공정의 Utilization을 나타낸다.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며 이를 표 4.5에 정리하였다. 각 공정을 살펴보았을 때 세 

제품 혼류 생산시 각 공정의 Utilization은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 

제품을 생산할 때 Utilization은 세 제품을 혼류 생산할 때보다 균형을 이루게 되며 

혼류생산방식보다 높은 Utilization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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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각 제품 조합에 따른 생산성 평가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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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각 공정의 Utilization 

 

 

 

그림  4.4 세 제품을 혼류 생산했을 때 각 공정의 Utilization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 2 3 4 5 6

U
ti

li
za

ti
o

n

공정 #

K000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 2 3 4 5 6

U
ti

li
za

ti
o

n

공정 #

K0000 & K0050 & K0100 



 

51 

 

 

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품 다양성이 생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작업내용 단위로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방법론을 통해 생산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자동차 부품 용접 공정에서 제품 종에 따른 작업내용 단위의 변동 분석을 

통해 생산 측면의 변동으로 인한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점 용접 

기술을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부품 용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했다. 이 방법론을 통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 다양성에 따른 라인의 생산성을 

평가하여 제품 종의 수나 제품 종의 조합을 결정하는 제품 다양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실제 자동차 도어 부품용접라인의 사례에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품 

종에 따른 용접 공정의 변동 분석 및 생산성 평가를 수행하여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5.2 향후 연구 

자동차 부품 용접 라인은 점 용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본 

방법론에서 찾아낸 제품설계요소중 하나인 구멍의 개수가 생산성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 요소는 점 용접을 주로 쓰는 용접 라인이 아닌 곳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 용접이 아닌 일반적인 용접 라인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제품설계요소를 더 많이 찾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고한 사례 연구는 존재하는 용접 라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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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일부분이다.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참고한 사례의 수와 용접 서적의 내용은 

모든 용접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 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여 더 많은 사례와 심화된 용접 내용의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 요소와 생산변동요소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단위로 찾아내고 

모델을 정교화 시킨다면 연구가 발전될 것이다. 이 논문은 제품 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평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지만 생산 시간의 변동이 라인 전체의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과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 

시킨다면 제품 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평가를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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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ulation-Based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Production Performance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Requirement 

Variation Depending on Product Variety:  

A Case Study of Automotive Parts Welding Line 
 

Minjung Shi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ufacturers use a product family design strategy for mass customization and 

adapt a mixed model production in which multiple products are produced on the same line 

without changeovers in order to effectively produce a variety of products. As 

manufacturers produce various products to serve a wide range of customer needs, it occurs 

a change in the production, the resulting variation in the flow of the entire production line 

affects productivity. In order to minimize the decrease in productivity due to variation in 

production line, it is important to make decisions considering productivity when planning 

product diversity in the product development stage. That is, in order to pla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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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in consideration of productivi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processing requirement 

changes in production and resource changes that are related to product variety and 

evaluation of productivity is needed. 

 This paper proposes a simulation-based methodology for productivity evalua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duct design parameter for product variety on 

productivity. In actual welding process of automotive parts manufacturing, the factors of 

production variations related to the productivity of the welding process and the product 

design factors that cause production variations a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ocessing requirement variation according to product. Based on the factors, a table of 

processing requirement variation is developed to analyze changes in production work 

according to product variety. A simulator is also developed in this paper to evaluate 

productivity based on the variation in production time derived from the table of processing 

requirement variation and the standard time information. A case study of automobile door 

part welding line is presen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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