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재구성생산시스템을 위한 생산능력 시뮬레이터 개발
Development of Capacity Simulator for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

*서진우1, 한수민 1, 전성범1, #박진우 1, 이종국2, 강경철2

*J. W. Seo1, S. M. Han1, S. B. Jun1,#J. W. Park(autofact@snu.ac.kr)2, J.K.Lee2, K.C.Kang2

1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두산인프라코아(주)

Key words :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Cell, Simulator, Scheduling

Fig. 1 Reconfiguration of RMC 

1. 서론

재구성형모듈러시스템 ( R e c o n f i g u r a b l e 

Manufacturing System, RMS)은 다양한 생산 제품의 

종류와 변화하는 생산량에 맞춰서 생산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구성

(Reconfiguring)성을 갖춘 시스템이다.[1]

재구성성이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생산라인 구성 및 설치가 용이하

고, 양산 중에 생산제품과 생산계획의 변화에 따라 

설비변경 및 추가를 최소의 비용과 Ramp-up시간

(생산량 증가를 위한 설비 증설 시간)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RMS중에서도 Cell 형태로 구성

된 RMC를 다룬다.

 RMC에서 재구성의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는 

기계(Machine), 소재이송장치, Loading/Unloading

(L/U 혹은 Setup) station, 팔레트(Pallet), 치구

(Fixture) 등이 있으며, Fig. 1은 이러한 RMC의 하드

웨어 재구성의 예를 보여준다. RMC는 기본 모듈과

의 간단한 연결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재구성 

시간이 1-2일로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Fig. 1과 같이 RMC의 재구성성을 향상시키

며, 최대 3 machines, 2 L/U stations, 36 pallets까지 

재구성이 가능하다.

RMC의 향상된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스템 재구성에 따른 생산능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능력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 RMC를 

위한 시뮬레이터에는 주어진 시스템 구성 하에서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기존 기능 뿐 아니라 최적의 

구성을 탐색하여 제안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 같은 생산능력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RMC 

도입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도입 후 운영 최적화

에 활용 가능하다.

한편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RMC의 생산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재구성

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수요예측 및 주문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하나 여기

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RMC를 

위한 생산능력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2장에서

는 시뮬레이터가 고려하는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3장에서는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입력 및 출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시뮬레이

터의 의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문제 정의

생산 시뮬레이션은 일정계획(planing) 또는 스케

줄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RMC의 스케

줄링 문제는 Fig. 2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하드웨어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재구성 단계(Reconfiguring stage), 라우팅(Routing)

과 팔레트-치구 할당(Pallet-fixture allocation)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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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or output

Fig. 2 Simulator input

정하는 세팅 단계 (Setting stage), 재구성과 세팅 

단계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장비에 할당하는 스케

줄링 단계(Scheduling stage)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그밖에 시뮬레이터가 고려하는 RMC의 문제 상

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소재는 L/U station과 기계가공의 순서를 

거친다. 셋업(Loading)은 공용 L/U station을 통해

서 이루어지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셋업시

간을 가진다. 또한 제품의 기계 가공 시간도 종류

에 따라 다르다.

- 모든 소재는 셋업 및 기계가공을 거치기 위해서 

제품 종류별 전용 치구가 결합된 팔레트에 장착

되어야 한다.

- 셋업이 끝난 소재는 기계의 상태에 따라 곧바로 

가공되거나 버퍼에서 대기한다. 가공이 끝난 소

재는 L/U station을 통해서 반출(Unloading)되며, 

사용된 팔레트를 반환한다.

- 생산은 배치(Batch)생산을 가정하며, 한번 팔레트

-치구 할당이 이루어지면, 도중에 치구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팔레트의 개수는 주어지며, 

치구는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 모든 기계의 성능은 동일하며, 모든 종류의 공정

을 처리할 수 있다.

- 제품별 공정은 단공정(Single operation)으로 이루

어지며, 모든 제품은 한 번의 셋업과 한 번의 

가공을 거쳐 완료된다.

- 소재는 셋업이 완료된 순서대로 기계에서 가공된다.

- 소재이송시간과 버퍼의 용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 확정적(Deterministic) 상황을 가정한다.

- 시스템의 재구성에는 드는 비용요소는 시간이며, 

시스템의 목적함수는 배치생산에서 총완료시간

(Makespan)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3. 생산 시뮬레이터

Fig. 2는 개발된 생산 시뮬레이터의 입력화면을 

나타낸다. 셀별 구성정보(L/Ustation 및 기계 대수, 

팔레트 개수), 생산수량 및 납기 정보, 재구성에 

따르는 시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Fig. 3은 시뮬레이션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셀 별 구성(제안)정보 및 그에 따른 순수 생산 소요 

시간 및 재구성 시간을 포함한 총 완료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RMC의 재구성성을 고려한 생산

능력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터는 셀 

간의 재구성요소 교환을 통한 재구성 탐색 기능을 

제공하며 재구성 시간과 RMC의 생산 방식을 고려

한 스케줄링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

성능 검증과 인터페이스 개선이 추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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