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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자료 분석을 통한 제품설계 실험 실패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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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ailure in Product Design Experiments by using 
Product Data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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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essed and analysed a result of a product design experiment through Product Data Analytics (PDA), 
to find reasons for failure of some projects in the experiment. PDA is a computer-based data analysis that uses 
Product Data Management (PDM) databases as its operational databases. The study examines 20 product design 
projects in the experiment, which are prepared to follow sam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by using an 
identical PDM system. The design result in the PDM database is assessed and analysed by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 and data mining tools in PDA. The assesment and analysis reveals the lateness in creation of 
3D CAD models as the main reason of the fail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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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품자료 분석(Product Data Analytics : PDA)이란 설계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 제품자료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실의 설계 

과정(Design Process)을 이해하려는 근 방법이다.  PDA에서 

평가란 상의 특성을 반 하는 특정 자료 값을 검색하고 계

산하는 방법이며, 분석은 특성 값을 계산하기 하여 추가

인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PDA는 평가와 분석을 한 운

 자료(Operational Data)로써 기업에서 범 하게 사용하고 

있는 Product Data Management(PD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한다. PDM 시스템은 제품설계 자료와 과정을 일 되

게 리함으로써 제품설계를 효율화하기 한 규모 데이터

베이스 응용 시스템이다. 
학계에서는 제품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표 하기 하여 많

은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제품설계 과정은 형태가 없고,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지식 집약  특성을 가졌으므로 종합

이고 객 인 모델 구축과 이를 통한 평가와 분석에 많은 어

려움을 겪어왔다(O’Donnell and Duffy, 2005).
PDA는 설계 과정 내부의 인과 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생성한 자료 간의 상 계를 분석하

여 특정 설계 과정을 측하거나 평가한다는 에서 기존 

근 방법과 구별된다(<Figure 1> 참조). 

Figure 1. Indirect Observation in Product Data Analytics through 
PDM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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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A는 복잡하고 비정형 인 

설계 과정을 직  이해하고 표 하는 신 설계에서 생성한 

PDM 데이터베이스(PDM Database)의 제품자료를 평가하고 분

석하여 설계 과정의 특성을 간 으로 이해한다. <Figure 1>
의 실 설계 과정(Design Process in Real World)에서 발생한 설

계 자료는 PDM 시스템을 통하여 PDM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다. 이 때 설계 과정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표 하기 하여 

제품자료모델(Product Data Model)이 사용된다. PDM 데이터베이

스에 장된 설계 자료는 PDA 방법론에 의하여 평가되고 분석

된다. PDA는 평가와 분석을 해 컴퓨터 기반 분석 기법을 사

용하며, 이때 제품자료를 분석자료로 변경하기 한 모델

(<Figure 1>에서는 Multidimensional Product Data Model)이 필

요하다. 사용자는 PDA 결과를 통하여  상 설계 과정을 이해

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설계 자료를 통해 설계 과

정을 간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Indirected Observation).
재 개념 단계인 PDA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사례를 확보하

기 하여, 본 연구는 20개 과제로 이루어진 제품설계 실험에  

PDA를 용하 다, 이를 통해  복수의 평가 지표를 평가 분석

하여 제품설계 실험 실패에 련된 지표와 해당 값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첫째,  PDA를 통한 제품개발 평가  분석 체계를 보다 구체화 

수 있다.  둘째, PDA 용 사례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PDA가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통제된 제품개발 실험의 실패

에 향을 주는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표 하려는 연구에 하여 소개하고 이를 본 연구 

방법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다. 제 3장은 PDA에 하여 소개

한다. 제 4장에서는 제품설계 실험의 평가와 분석에 하여 설

명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는 PDA를 용하여 제품설계 실험을 평가하고, 실패 이

유를 확인하기 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에서는 

기존의 제품설계 개발 성능 평가(Product Design/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와 비교하여 연구의 차이 을 설명한다.

2.1 다양한 제품설계 과정 모델

제품설계를 평가하기 해서는 상 제품설계 과정에 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설계 활동과 과정을 표

하기 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 다. Finger and Dixon(1998)
은 제품설계 과정을 표 하는 모델을 기술(Descriptive), 규범

(Prescriptive) 그리고 컴퓨터 기반 모델로 분류하여 소개하 다.  
기술 모델에는 Protocol 연구 기반 모델, 인지 과학  모델

(Cognitive Model) 그리고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규범 모델에

는 규범 모델과 공리 설계, 그리고 강건 설계 등을 포함한다. 컴
퓨터 기반 모델로는 라메트릭 모델, 규칙 기반 제품 구성

(Product Configuration) 모델, 그리고 기능 모델과 통합된 개념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다. 한 제품설계 과정에 한 지식 

리 의 모델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 하 듯이 설계 과정은 정형화되거나 

규정화되기 어려우므로 제안된 방법들이 충분히 객 이고 

과학 인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Dixon(1988)은 자연 

과학  이론처럼 객 이고 명확한 설계 과정 모델을 개발하

는 것이 설계 연구의 궁극  목표이며, 아직 이 목표에 다다른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지 과학  모델

은 정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실험 변수를 많이 사용하고, 규정 

모델은 아직 검증 되지 못한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 하

다, 반면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 연구가 객 이고 명확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 하 다.
기존 근 방법에 비하여 PDA는 설계 과정을 기능은 알지

만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장치로  가정하고 이로

부터 나오는 입력과 출력 계로 상을 간 으로 측한다. 그
러므로 PDA에서는 상 설계 과정을 상품기획,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그리고 생산 지원을 포함하는 일련의 단순한 제품

개발 단계로 표 하고 있다(Do, 2007; Ulrich and Eppinger, 
2000).

2.2 설계 연구의 평가 

에서 언 한 다양한 제품설계 과정 모델은 상을 정확하

고 효과 으로 표 하는 목 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개발 과

정이나 결과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암시  목 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설계 연구에 한 평가는 그 결과가 품질 향상을 

한 자동화가 가능 할 정도로 상을 잘 표 하고 있는 지로 확

인 할 수 있다(Yoshikawa, 1983). PDA는 간단한 제품개발 모델

에 응용 목 에 맞게 정의한 평가 지표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방법을 통하여 원하는 분석 정보를 추출한다. 로 본 연구에

서는 제품설계 과정에 한 상세한 모델 없이, 제품설계 성능 

평가를 하여 지표를 만들고 PDM 데이터베이스를 평가 분

석하여 제품설계 과정의 특성을 찾아낸다. 그러므로 설계 과정 
자체 보다는 제품개발 과정에 한 특정 응용에 심을 두고 

있으며,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제품설계 실패 방지를 

한 의사 결정을 돕거나 자동화 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2.3 상 설계 과정과 평가 지표

제품설계 평가에 한  다른 쟁 은  평가 상과 기 이다. 
평가 상은 다시 평가 수 (Level)과 범 (Range)로 나 어 

볼 수 있다(O’Donnell and Duffy, 2005; Tatikonda, 2007). 평가 

수 은 기업의 계층  조직 구조   어느 것을 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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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평가 수 은 사업부 수 에서 단일 제품개발 과제 

리까지 다양한 조직 계층이 될 수 있다. 범 는 제품 수명 주

기에서 상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며,  체 수명 주기에서 단

 설계 단계까지 다양한 부분이 될 수 있다. PDA는 제품 상세 

설계를 다루는 PDM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주로 과
제 리 수 과 제품설계 범 를 상으로 한다. 본 연구도 단

일 제품설계 과제를 기본 단 로 평가  분석을 진행한다.
평가 지표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표의 종

류는 결과 평가 지표(Result Measure)와 진행 평가지표(Ongoing 
Measures)로 나  수 있다(Tatikonda, 2007). 결과 평가 지표는 

과제가 끝난 후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시장에서 

매 결과를 얻어야 알 수 있는 설계 제품의 매량이 표  결

과 평가 지표이다. 반면 진행 평가 지표는 재 진행 인 평가 

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제 4장에서 다룰 기술 문서 

생성 속도가 가 될 수 있다. 평가 지표의 종류는 평가 범 와 

련이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설계 과제 리 수 의 평가는 

진행 평가 지표가 합하다. 진행 평가 지표에 한 필요성은 

많이 주장 되지만 련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Tatikonda, 
2007). 본 연구에서는 추후 과제의 비교 기 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진행 평가 지표를 용하여 각 과제를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인 평가를 하여 Item, Document, 그

리고 Structure 등에 한 평가지표를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제품개발 평가에 제품개발의 주요 가치인 품질, 비용 그리고 

개발기간에 련된 직 인 지표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O’Donnell and Duffy, 2005). Do(2013a)는 품질, 가격 그리고 개발 
기간에 련된 평가지표를 PDA 연구에 용하 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On-line Analytical Processing(OLAP) 기법에 Data 
Mining 기법을 추가하 으며, 가상의 제품개발이 아닌 다수의 

제품개발과제 실험을 분석하는데 PDA 방법을 용하 다.

2.4 설계 과제 실험

지 까지 설계 과정을 인  조건 하에서 조성하여 실험한 

가 몇몇 존재한다. 특히 설계자의 활동을 체계 으로 기록

하는 Protocol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가 존재한다

(O’Donnell and Duffy, 2005). 하지만 이 방법은 개인 설계자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동일한 조건에 한 다수의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 다. 반면에 본 연구의 상 실험은 동일한 

PDM 데이터베이스에서 과정, 시간, 그리고 자료 구조가 통일

된 20개 설계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결과의 비교 연구를 보다 

체계 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기존 방법은 설계 과정의 구성 요소와 인과 계를 표 하

는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측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개발된 모델들은 실 으로 

구 하기 어렵거나 응용이 매우 제한 이다. 반면 PDA는 정

의하기 힘든 설계 과정의 인과 계 신 설계 정보 시스템에

서 생성되는 제품자료를 통하여 설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

법이다. 그러므로 PDA는 기존의 근 방법에 비하여 설계 과

정에 한 복잡한 모델이 없이도 특정 의사 결정을 한 효과

 평가나 분석이 가능하다.

3. Product Data Analytics

3.1  PDA 기본 개념과 장  

복잡한 제품설계 과정을 설계 활동 에 생성된 제품자료를 

통하여 분석하는 PDA의 기본 개념(<Figure 1> 참조)은 최근에 

각  받고 있는 자료 심의 분석 방법에 기 한다. 그동안 데

이터베이스에 축 된 방 한 운  자료를 기반으로 고  경  

의사 결정 지원을 한 OLAP, Data Warehouse 그리고 Data 
Mining 등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법이 활발히 용되었으며

(Han and Kamber, 2001), 최근에는 이메일과 Social Network 
Service(SNS)와 같은 량의 비정형 자료까지 분석하는 Big 
Data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료 심의 분석 방법은 

실제 상의 인과 계를 이해하기 보다는 컴퓨터화된 량의 

자료와 간단한 연  계를 통하여 복잡한 실에 한 측

이나 상호 계를 밝히게 된다. 특히 Big Data의 경우 실 속

의 상호 인과 계를 이해할 필요 없이 방 한 련 자료의 입

력과 출력 계를 통해 실을 분석하고 측한다(Mayer- 
Schonberger and  Cukier, 2013). PDA는 분석 상인 설계 과정

이 복잡하고 PDM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제품자료 축 이 방

하므로 자료 심의 근 방법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PDA
는 제품설계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료 심 분석 기법인 PDA는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복잡한 설계 과정을 분석하지 않고 제품자료의 입

력과 출력 간의 상 계를 통해 제품설계 과정을 효과 으로 

평가하고  분석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 장기간 축

된 방 한 제품설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설계 과정에 한 

신뢰성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다. 셋째, 설계 과정에 한 자료

의 수집, 처리, 분석, 그리고 확산을 모두 산화된 제품자료를 

기반으로 일  처리함으로 정보 시스템 기반의 통합 의사 결

정 지원 시스템을 효과 으로 구축할 수 있다. 

3.2 PDA 용 방법

PDA의 체  구성과 용 방법은 일반 인 데이터 분석 

방법과 유사하나, 평가 지표,  환 모델, 그리고 분석 모델에 

PDM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Figure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분석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조는 (Do, 2013a)에
서 제안한 일반 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 Data 
Mining 모듈을 추가하 다.

그림의 좌측은 PDM 시스템의 구조로써 PDM 서버와 클라

이언트를 사용하여 PDM 데이터베이스에 제품자료를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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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한다. 이 때 설계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에 표 하기 하여 제품자료모델(Product Data Model)이 용

된다. 그림의 우측 부분은 PDA가 사용하는 요소들로 OLAP와 

Data Mining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OLAP
는  주로 다양한 차원(Dimension)을 통하여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며, Data Mining은 다양한 모델을 

이용하여 검색된 자료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Figure 2. System Architecture for PDA

자료 평가를 하여 우선 PDM 데이터베이스(운용 데이터

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Data 
Cube를 생성해야 한다. 다차원 분석은 분석 상이 되는 평가 

값( 로 매액, 갯수, 비용 등)을 다양한 차원( 로 치, 매

자, 시간 등)을 통해 비교 평가하는 분석 작업을 뜻한다. 다차

원 분석을 지원하는 Data Cube는 운용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환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차원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이다. Data Cube를 만들기 해

서는 먼  어떤 차원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할 지를 결정하고 

이를 표 할 자료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자료구조가 

다차원 제품자료 모델(Multidimensional Product Data Model)이다. 
다차원 제품자료 모델을 통하여 Data Cube의 구조가 결정되

면, 이 구조는 일반 으로 PDM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자료 모

델과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PDM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Data Cube로 옮기기 하여 Extract, Transform, Load(ETL) 모
듈이라는 데이터 변환 모듈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DM 데이터베이스만을 운용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므로 ETL 
모듈을 데이터베이스 질의와 (View)을 통하여 표 하고 

이를 표  데이터베이스 연결 방법을 사용하여 Data Cube에 

연결한다.

Data Cube에 장된 자료는 OLAP Engine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질의와 연산을 통해 검색되고 평가된다. 이때 평가의 기

은 미리 마련된 평가 지표를 통해 제공되며, 각 평가 지표에 

해 다양한 통계  연산이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그래  등을 통

해 직  분석 할 수 있게 하 고, 복잡한 자료 분석은 다양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는 Data Mining 기법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Data Mining에 필요한 자료는 OLAP와 일반 데이터베

이스 검색을 통하여 비되며, 이에 Data Mining 모델을 용

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PDA는 PDM 데
이터베이스에 장된 제품자료에 OLAP와 Data Mining 등 컴

퓨터 기반 자료 분석 기법을 용하여 제품개발 과정을 평가

하거나 분석하게 된다.
<Figure 3>은 PDA 구  순서를 구체 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의 하단의 PDA Concept을 통하여 PDM 데이터베이

스, 자료 분석 방법, 그리고 제품개발 평가 분야 용이라는 

PDA 기본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Figure 3. PDA Framework

PDA Concept을 바탕으로 PDA를 통해 구 될 시스템의 모습

을 미리 설계하는 PDA Architecture를 구성하게 된다(<Figure 3>
의 PDA Architecture). 이 과정에서 특정 응용 목표, 평가 지표 그

리고 자료 분석 방법이 정의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로는 

제품설계 실험의 실패 원인 분석, 평가 지표는 <Table 1>의 기술

 지표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은 OLAP와 Data Mining(Naive 
Bayesian Classifier)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의 PDA 
Architecture는 <Figure 2>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아키텍처를 구 하는 PDA 응용 단계

(<Figure 3>의 PDA Applications)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는 PDM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내용을 사용하게 되며, 구체

인 분석 모델과 분석 방법을 구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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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구조를 확보하 으며, OLAP와 
Data Mining을 한 분석 모델을 상용 자료 분석 도구를 이용

하여 구 하 다.

4. 제품설계 실험 평가 및 분석 

4.1 제품설계 실험과 평가 방법

제품설계 실험은 (Do, 2013b)에서 소개한 제품개발 설계 교

육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설계 참가자들은 각 5명으로 

구성된 20개 이 만들어져 약 3개월간 교육을 포함한 제품설

계 과정에 참여하 다. 참가한 인원은 직업  설계 경험이 없

는 공학 공 학부 학생이었으며, 각 참가자의 역할에 따른 

동 작업을 통해 제품설계를 완성하고, 이의 결과로써 완성된 

설계의 부품 리스트, 3D CAD 문서, 그리고 제품구조를 정해진 

PDM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 다. 실험은 부품 리스트와 제

품구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정보의 완성에 심을 두었으며, 
참가자들의 부담을 이기 하여 고 블록과 고 블록 

용 3D CAD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 다.
설계 과정은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그리고 생산 비 과정

으로 나 어 순차 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설계 과정의 시작 

부분에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이론과 PDM 시스템 사용 방법

을 교육하 다. 참가자들은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제품 구성(Product Configuration), 상세 설계 과정에서 부품 리

스트, 3D CAD 모델, 그리고 제품구조, 생산 비 과정에서 공

정 구조를 생성하여 PDM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 다.
과제 성공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실험 참가자들이 자체 으로 

정한 제품을 설계하고 완성된 설계의 부품 리스트, 제품구성

을 포함한 제품구조 그리고 CAD 모델 정보를 PDM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하 는지 여부로 결성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PDM 시스템은 TEE(Team Engineering 

Environment)로 명명된 자체 으로 개발된 웹 기반  PDM 시스

템이다(http://tee.gnu.ac.kr). TEE는 부품을 나타내는 아이템(Item), 
아이템 간의 제품구조를 표 하는 아이템 구조(Item Structure), 
아이템 별 문서를 리할 수 있는 문서 리 기능을 제공하며, 
생산 공정을 표 하는 활동(Action) 객체도 제품구조에 포함

할 수 있다. 한 기본 인 계정  권한 리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사용자가 만든 부품을 공동 제품구조에 추가하는 동 

설계가 가능하다. TEE에서 제공되는 모든 객체는 생성자와 생

성 시간 로그 정보가 시스템 수 에서 기록되며, 삭제된 객체

에 한 로그도 장한다.
본 실험의 기본 평가 단 는 과제(Project)이다. 실험에 사용

된 PDM에서 과제 객체는 과제 상이 되는 제품구조의 최상

 아이템을 하  아이템으로 포함함으로써 과제의 상과 범

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각 과제에 속한 상 아

이템, 문서, 그리고 제품구조는 과제 아이템(Project Item)의 하

 제품구조에 속한 모든 아이템과 해당 아이템에 연결된 기

술 문서, 그리고 제품구조를 구성하는 아이템 간의 구성 계

이다.
참가한 20개   2개 이 시간 내에 PDM 내에 요구되는 

자료를 완성하지 못하 다. 18개 의 일부는 1주일간의 시간 

연장을 통하여 모든 작업을 완성하 다. 과제 성공 여부 평가를 
하여 PDM 시스템 내에 제품 구성, 부품 리스트, CAD 문서, 

그리고 제품구조가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하 으며, 제품 구

성과 제품구조 정의가 일 되고 논리 으로 정의 되었는지 확

인하 다. <Figure 4>는 참가  의 한 의 완성된 2개의 제

품 구성과 PDM에 장된 제품구조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 Completed Item Design and Its Product Structure Data 
in PDM System

4.2 평가 지표

제품설계 실험의 평가와 분석에서 사용된 지표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는 기술  분석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요하므로 상 객체인 아이템(부품), 기술 문서, 그리고 제

품구조 별로 평가 지표를 고려하 다.
첫 번째 Items 분류에는 과제 당 생성 아이템 개수(<Table 1>

의 no items), 설계자 수(no designers), 설계자 별 평균 아이템 

수(no person), 아이템 생성 속도(velocity), 아이템 생성일 평균

(mean)과 표 편차(std dev)가 포함된다. 설계자 수 지표는 객

체 생성에 참여한 설계자 수를 뜻한다. 실험에서는 설계자 참

여 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제품설계와 공정설계 두 분야

의 2명 이상 설계자 참여를 권고하 다. 설계자별 평균 아이템 



제품자료 분석을 통한 제품설계 실험 실패 요인 분석 371

생성 수는 생성 아이템 개수를 설계자 수로 나  것이다. 아이

템 생성 속도는 아이템 생성 기간  아이템 생성 개수를 뜻하

며, 아이템 생성 기간은 마지막 아이템 생성 일에서 최  아이

템 생성 일을 빼고 1을 더한 일수이다. 
두 번째 Documents 분류도 생성 문서 개수(no document), 설

계자별 평균 문서 생성 수, 생성 속도, 생성일 평균과 표 편차 

등 Items 분류와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추가로 아이템 당 

평균 문서 수(no per item)는 생성 문서 수를 아이템 수로 나  

값이다.
세 번째 Structures 분류는 아이템 사이의 제품구조에 한 

지표들이다. 이 분류도 생성 제품구조 수(no structure), 설계자 

별 평균 제품구조 생성 수, 생성 속도 그리고 생성일 평균과 표

편차 등 아이템과 유사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tructures 
경우 다른 분류와 다르게 각 아이템 당 평균 하  아이템 수(no 
sub items)와 평균 공유 횟수(sharing no) 지표를 포함한다. 평균 

하  아이템 수는 하나의 아이템에 평균 몇 개의 하  아이템

을 가지고 있는 지를 표시하며, 평균 공유 횟수는 하나의 아이

템이 평균 몇 개의 아이템의 하  아이템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표시한다.

Table 1.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Product 
Design Projects

objects KPIs description

Items

no items no of participating items
no designers no of participating designer
no per person no of items per designer
velocity no items/duration
mean mean of create date
std dev standard deviation of create date

documents

no document no of participating documents
no per person no of documents per designer
velocity no documents/duration
mean mean of create date
std dev standard deviation of create date
no per item no of documents per item

structures

no structure no of participating structures
no per person no of structures per designer
velocity no structures/duration,
mean mean of create date
std dev standard deviation of create date
no sharing no of sharing items per item
no sub items no of sub items per item

제안된 평가 지표들은 제품개발 과정(Design Activity)과 제

품개발 결과(Product Design)에 련된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로 Item 당 Document 수는 제품개발 결과 평가 지표로 볼 수 

있으며, Velocity는 제품개발 과정에 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재 제품개발 과정과 결과에 련된 지표와 두 지표 사이의 

계에 하여 토의가 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O’Donnell and Duffy, 2005).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평가 지표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4.3 평가  분석 결과

(1) 실험 결과의 평가

<Table 1>의 평가지표 값을 계산하기 하여 응용 로그램

과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이용하여 련 자료를 검색하고, 이
를 바탕으로 Microsoft Excel(이하 Excel)의 계산표를 통해 지

표 값을 계산하 다. 이 방법을 통하여 리자는 응용 로그

램을 실행하고 PDM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된 Excel 일을 열어 
자동 계산된 최신 설계 평가지표 값을 얻을 수 있다. <Figure 
5>는 Excel 표를 통해 계산된 평가지표 값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 Values of Evaluation Measures for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Figure 5>의 표에서 Project 속성은 각 과제의 고유 객체 식

별자를 표시하고 있다(첫 번째 과제의 식별자는 2886이다). 다
음 속성인 P/F(Pass/Fail)는 과제의 성공 여부를 표시한다(1은 

성공 0은 실패). 그림에서 3193과 3194 과제가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속성 값들은 각 과제별 평가 지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로 2886과제는 총 16개의 아이템이 생성되었고(items 
no), 과제 내에서 객체를 생성한 사용자가 2명이며(items no 
person) 각자 평균 8개의 아이템을 생성하 다(items per per-
son). 한 최  아이템 생성에서 마지막 아이템 생성까지는 

총 36일이 걸렸으며(items dur), 이는 하루 평균 0.44개씩 아이

템을 생성한 것이 된다(items velocity). 아이템 생성 평균 날짜

는 2013-04-26이며(items mean date) 생성일의 표  편차는 

7.33일(items std dev)이다. 이외에도 <Table 1>의 Document와 

Structure 분류에 속한 다수의 평가 지표 값을 계산하 다.
계산된 지표 값 외에 다양한 질의와 Data Cube를 구 한 

Excel Pivot Table을 이용한 다차원 평가 그리고 그래 를 통한 

평가를 통하여 과제의 성공 여부와 련된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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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동안에 자료를 완성한 2개의 이 발견되었다(과제 

3328, 3527). 한 은 TEE 시스템과 이 실험을 이미 경험한 참

여자가 있어 쉽게 자료를 작성하 고, 다른 한 은 결과 제출

을 하여 오류가 있던 기존 작업 내용을 지우고 자료를 일  

재입력하 다. 추후 분석에서 두 과제는 외로 처리하 다.
생산 비 단계에서 공정설계 정보를 입력할 때, 기존 설계

자와 다른 공정설계자가 참여하도록 추천하 으나, 객체의 생

성자가 1인인 과제가 6개 발생하 으며, 에서 언 한 1일간 

완성한 2 과제는 모두 1인이 완성한 과제 다. 반면 실패한 두 

과제(3193, 3194)는 모두 2인이 동 작업을 하 다.
실패한 두 과제(3193, 3194) 모두 아이템과 문서의 Duration 

지표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아이템의 경우 각 45, 47일, 
체 과제 평균 28일). Duration 지표는 속도 지표 계산을 해 

비된 값으로 최종 으로 생성된 아이템의 생성일에서 최  

생성한 아이템의 생성일을 빼고 1을 더한 수이다. 즉 아이템 

생성 기간을 뜻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평가 지표와 지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 OLAP 연산을 통해 발견된 성향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 단계인 분석에서는 평가 결과에 분석 모델을 용하여 

과제의 성공과 지표 간의 객 인 상 계를 도출해 보았다.

(2) 실험 결과의 분석  
분석을 하여 Microsoft SQL Server 2005 Analysis Service

의 Excel Table Analysis Tool의 주요 향 요인 분석(Analysis 
of Key Influences)  도구를 사용하 다(Microsoft, 2013). 이 도

구는 Naive Bayesian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정 

속성에 향을 미치는 속성과 그 정도를 찾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과제의 성공과 실패에 향을 미친 지표와 

그 정도를 분석하는 용도로 이 기법을 사용하 다. <Figure 6>
는 <Figure 5>의 평가 지표 값에 용된 주요 향 요인 분석 

결과이다.

Figure 6. The Result of Analysis of Key Influences for Product 
Design Experiment

<Figure 6>에 따르면 과제 실패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문서 생성 기간, 아이템 생성 속도, 아이템 생성일 표

편차 그리고 문서 생성 속도이다. 한 문서 생성일의 표  편

차도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생성 기간의 

경우 44일 이상으로 긴 경우(실패 과제는 64, 45일, 체 평균 

30일) 실패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이템 생성 속도는 0.41
개/일 미만일 경우(실패 과제는 0.35, 0.36개/일, 평균 2.73개/
일)에 실패에 향을 미쳤다. 아이템 생성일의 표 편차가 

13.78일 이상일 경우에도 실패에 큰 향을 미쳤다(실패 과제 

17.23, 16.88일, 평균 9.19일). 한 문서의 생성 속도가 0.45개/
일 이하인 경우(실패 과제 0.31, 0.23개/일, 평균 1.08개/일) 실
패에 미치는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내용을 확인하기 하여 실험에 참가한 각 과제별 아

이템, 아이템 구조 그리고 문서의 생성을 시계열 그래 로 표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 다(<Figure 
7> 참조). 응용 로그램은 각 과제별 아이템, 아이템 구조, 그
리고 문서의 생성을 생성 날짜와 날짜별 생성  객체 수, 날
짜 간 간격을 계산한 후 이를 그래 로 그려 다.

Figure 7. A Web Application for Analysis of Each Participating 
Project

<Figure 8>은 <Figure 7>의 응용 로그램에서 각 1개의 성공

한 과제(<Figure 8>의 좌측 그래 )와 실패한 과제(<Figure 8>의 

우측 그래 )의 아이템(a), 아이템 구조(b) 그리고 문서(c)의 시

간(일)에 따른  생성 수를 표시한 그래 를 보여주고 있다. 
좌측 성공한 과제의 경우 아이템 26일, 아이템 구조 26일, 그리

고 3D CAD 문서 17일간 총 6회에 걸쳐 객체들이 차 으로 생

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측 실패한 과제의 경우 아이템 46
일, 아이템 구조 63일, 그리고 CAD 문서 63일간 아이템과 아이

템 구조는 4회, CAD 문서는 2회에 걸쳐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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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s between Typical Successful (left) and Failed (right) Projects in Trend of Item (a), Structure (b) and Document (c) 

Creation

의 사례와 같이 실패한 과제는 오랜 기간 동안 객체를 

은 횟수에 걸쳐 생성하 으며, 특히 3D CAD 문서 객체의 경우 

아이템이나 아이템 구조보다 더 은 횟수가 생성되었다. 이
는 3D CAD 문서 생성이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이템 구조를 생

성하는 것에 비하여 더 복잡하고 많은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 

작업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향을  것으로 측된다.
실제 과제를 진행한 참가자를 상담 한  결과 실패한 과제의 

구성원들은 과제 종료에 가까운 시 까지 상호 교류가 었거

나, 의견 립으로 과제 진행이 어려웠으며, 제품구조나 아이

템은 비교  쉽게 생성할 수 있었으나, CAD 모델을 작성하기 

해서는 설계의 모든 부분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과제 종료 

시 까지 완성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과제의 성공을 하여 특정 지

표 값에 따라 선제 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재 진행 인 과제의 3D CAD 문서 생성이 다른 과제나 

과거 비슷한 과제보다 횟수가 어들고 생성 일 사이의 간격이 

길어진다면 과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제 리자는 이 지표 값을 통하여 해당 의 문제

을 확인하고 선제 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품설계 개발 분석을 한 PDA 방법론을 제한된 

환경의 실험을 통하여 용한 사례를 소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PDA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었으며, 보다 

발 된 용 방법론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동시

에 재의 단순한 제품설계 과정 실험 상을 앞으로 다양한 방

식으로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로 재 설계변경(Engineer-
ing Changes)이 포함된 제품설계 과정에 한 실험을 비하고 

있다. 아울러 재의 기술  지표 외에 제품개발 성공에 직

인 원인이 되는 비용, 품질 그리고 개발 기간 등을 지표로 포

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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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서 가장 요한 확장은 기업의 실제 설계 정보

에 PDA를 용해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PDA
를 체계화하고 분석 과정을 발 시킨다면, 기존의 방 하게 

축 된 기업의 설계 정보로부터 다량의 고  제품개발 련 

지식들을 추출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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