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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그린 Product Family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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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고, 리드타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product family를 적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product family를 위한 핵심 
요인은 플랫폼을 도출하는 것이다. Product family를 설계할 때, 제품의 공통성과 차별성간의 절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Product family내에서 공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통성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성 지수는 공
통 부품수, 비용, 제조 공정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변수들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공통성 지수를 벤치
마킹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product family 평가 지수인 그린 product family 지수(GPFI)를 개발하고자 한다. 기
존에 개발된 공통성 지수들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GPFI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지수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
하여 검증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개발한 그린 product family 지수는 환경친화적인 product 

family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Product family, 공통성, 환경성, 그린 product family 지수

Abstract  To compete global marketplace, many firms are adopting product families to increase variety, satisfy 
customer requirements, shorten lead-times and reduce costs. The key to a successful product family is the 
platform from which it is derived. When designing product families, it is important to resolve the tradeoff 
between product commonality and distinctiveness. To measure the commonality within a product fami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monality index. It utilizes different parameters such as the number of common 
components, their cost, their manufacturing processes and so on. This paper present a new product family 
assessment index using the benchmarking method and conside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called green 
product family index(GPFI).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some previous developed commonality 
indices and GPFI, we verify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Eventually, the proposed a new green product 
family assessment index can be helpful to design and develop the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 families. 

Key Words : Product Family, Commona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Green Product Famil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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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의 요구에 한 빠른 응과 유연하고 효율 으

로 새로운 제품을 기에 개발하기 해서는 제품 랫

폼에 기 한 량 맞춤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 을 달성

하기 하여 기업들은 상 으로 생산비용을 낮게 유지

하면서 량생산의 이 을 유지하고 동시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해, product family를 도입하고 가

능하면 작은 변화를 통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Product family란 공통의 특성, 구성품과 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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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공유하는 상호 연 된 일련의 제품으로서 다양한 

시장 분야를 만족하는 것을 정의되며 product family를 

구 하기 해서는 제품 랫폼의 개념도 요한데, 제

품 랫폼은 주어진 제품 가족 내에서 제품과 제품 간에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일련의 공통된 라미터, 특성이나 

구성품을 의미한다[1]. 

Product family를 설계할 때 요한 이슈는 제품의 공

통성(commonality)과 차별성(distinctiveness)간의 충

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인데, 이를 하여 개발된 것

이 product family내에서 부품의 공통성을 평가하는 방

법이다. Product family의 공통성을 평가하기 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공통성 평가지수들도 개발

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부품의 형태 수, 부품의 크기

/모양과 같은 기하학  특성, 부품에 사용되는 자재, 생산

을 한 제조공정,  부품 조립  결합의 방법 등을 고려

하여 개발되었다[1, 2]. 

최근 들어, 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

들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들은 성능, 품질과 신뢰성, 가격 

경쟁력, 디자인, 사용의 용이성과 함께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나 제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원료 획득, 부품 생성, 제품 제

조공정, 제품 사용, 그리고 폐기 단계의 제품 life cycle동

안의 환경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 부품과 서 시스템을 공

유하는 product family의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product family 평가 지수 개발하고, 개발한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product family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하

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공통성 평가지수들을 비

교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그린 product family 평가 지수를 개발하고 product 

family를 상으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2. Product family 공통성 평가 지수

Product family 설계를 통한 제품을 개발하기 해서

는 랫폼에 기반한 product family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 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제품의 복잡도를 결

정하는 요인을 악하고 제품의 설계와 제조과정에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product 

family 설계  개발을 한 설계 은 하나의 기능이 

체 product family를 통해서 어떻게 구 되는 지를 고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여 product family를 구성하는 각 

제품들의 부품에 한 크기, 모양, 자재, 부품의 제조 과

정, 조립 방법 등의 기능을 종합 으로 평가해야 한다[3].

이상에서 언 한 product family를 구성하는 제품들의 

랫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구성부품의 공통

성(commonality) 지수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product 

family의 공통성 평가를 한 지수들의 개발되어 용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인 6개의 공통성 평가 지수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살펴보기 바란다.  

<표 1> 공통성 평가 지수관련 선행 연구

먼 , Collier에 의해 제시된 Degree of Commonality 

Index (DCI)는 구성부품 표 화의 가장 통 인 측정방

법으로 product family 내의 구분되는 평균 부품수 비 

공통 부모 아이템의 평균 부품수를 반 한 것으로 최

의 공통성 평가 지수이다[4]. Wacker와  Trelevan에 의

해 제시된 The Total Constant Commonality Index 

(TCCI)는 DCI의 수정 버 으로 DCI와 달리 TCCI의 범

를 0부터 1사의 값으로 표 하 다[5]. Kota 등이 제시

한 The Product Line Commonality Index (PCI)는 

product family내의 부품의 공통성은 물론 제품의 제조

라인의 공통성까지 반 한 지수를 제안하 다[6]. 

Siddique 등이 제안한 The Percent Commonality  Index 

(%C)는 부품, 부품과 부품간의 연결  조립의 세 가지 

을 모두 고려하여 제안한 공통성 평가지수이다[7]. 

Martin과 Ishii가 제시한 The Commonality Index (CI)는 

유니크한 부품들(unique parts)의 측정척도로 DCI와 유

사하며, CI의 범 도 0과 1사이의 값이다[8]. Jiao와 

Tseng이 제시한 The Component Part Commonality 

Index (CI(C))는 DCI의 확장한 버 으로 제품의 볼륨  

부품의 비용을 고려하여 공통성을 평가하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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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 Product Family 지수 개발

Product family 설계를 통한 제품을 개발하기 해서

는 랫폼을 설계하여야 하고, 이때 요하게 고려하여

야 하는 것이 제품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악하

고 제품의 설계와 제조과정에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Product family내에서 구성 부품들의 표

화를 수행하게 되면 제품 개발 시간  비용, 제조 비용 

 Jig/Fixture 비용 등을 감할 수 있다. 새로운  

product family를  발하기 해서는 제품 설계  개발

은 제품의 핵심 기능이 체 product family내에서 어떻

게 구 되는 지를 악하여야 하고, 제품설계 은  

product family를 구성하는 제품들의 여러 부품들에 

하여 크기, 모양, 재질, 제조과정, 조립을 한 

Jig/Fixture, 역학, 구동성 등을 종합 으로 연구하고 이

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로벌 경쟁 환경에서 제조 기업은 제조 원가를 최

한 낮추면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

법을 필요로 하고 이에 응하기 한 표 인 방법이 

product family간의 랫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

로 구성부품의 공통성(commonality) 평가 지수이다. 공

통성 구 에 따른 장 은 비용감소와 product family내

의 다른 제품에서 용된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개발

단계에서의 소요기간과 험의 감소  생산 설비의 감

소, Jig/Fixture 비  설치비용이 감소 등 다양한 장

들을 가지고 있다. 

공통성 평가 지수와 련된 선행 연구는 에서 6가

지 표 인 사례들을 소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공통성 평가지수들을 비교분석

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그린 

product family 지수인 GPFI(Green Product Family 

Index) 개발하기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GPFI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PFCI에서는 공통성을 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 서로 다른 부품의 형태의 수(부품의 크기/모양과 같

은 기하학  특성)

- 부품의 자재(material)

- 생산을 한 조립 방법  조립 시간

- 부품의 재이용성(reusability)

- 부품의 재활용성(recyclability)

이상의 요소에 기 하여 새로운 지수인 GPFI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     (1)

G1: 친환경성 평가요소  부품의 공통성과 재사용성

G2: 친환경성 평가요소  부품의 재활용성

G3:  Product family내의 제품의 조립공정시간

P = Product family의 총 부품 수

N = Product family내의 제품 수

GPFI 계산공식 (1)의 G1, G2, G3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GPFI는 0에서 100사이의 퍼센트 값으로 표시

된다. GPFI 값이 0이면 product family의 여러 모델간에 

공통의 부품이 없음을 의미하며, 만약 공통으로 같이 사

용된다면 부품들의 크기/모양, 자재, 조립 방법, 부품의 

재이용성 등이 부 다름을 의미한다. 만약 GFPI 값이 

100이면 공통의 부품이 여러 모델간에 부 공유되고 크

기/모양, 자재, 조립 방법, 부품의 재이용성 등이 완 히 

동일함을 나타낸다.

GFPI를 계산하기 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 , G1은 product family내의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

는 부품이 완 히 일치하 을 경우 재사용 가능한 것으

로 가정한다. 이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variant와 

common으로 악하고 부품들이 동일한 것이 몇 개인지 

악하고, 동일한 부품개체가 몇 집합으로 구분되는지를 

악한 후에 이 두 값을 곱하여 합산한 후에 product 

family를 구성하는 제품수로 나 다. 이 게 G1값을 구

하면 product family의 공통성을 평가할 수 있고 동시에 

친환경성을 고려한 부품의 재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G2는 product family내의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동일한 재질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재활용

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제품을 구성하는 동일 

재질의 부품수를 product family를 구성하는 제품수로 나

다. 이 게 G2값을 구하면 product family의 친환경성

을 고려한 부품의 재활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G3은 product family내의 제품을 구성하

는 부품들의 조립의 표 시간을 측정시간으로 나  값의 

총합을 총 부품 수로 나  값이다. 이는 product family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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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제품의 조립공정의 측정시간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시간인 표 시간을 용함으로써 공정의 낭비요

소를 임으로써 친환경성을 반 하기 해 도입되었다.  

4.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GPFI의 용성과 효과성을 검증

하기 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4.1 대상 선정 및 제품 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한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product family 상으로 H사의 스탠드 5종을 선

정하 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oduct family의 

공통성 평가와 GPFI의 계산을 한 기  데이터 수집을 

해 스탠드 제품들을 분해하 고, 부품의 정보(무게, 크

기/모양, 재질 등)를 수집하 다. 

[그림 1] Product family 대상 선정

[그림 2] Product family 분해

<표 2> 공통성 지수 (PCI) 계산 사례

<표 3> 공통성 지수 계산 결과 요약

공통성 지수  지수값

DCI  1.81

 TCCI  0.46

PCI 58.43%

 %C 49.85%

CI  0.61

 CI(C  3.35

4.3 그린 Product Family 지수(GPFI) 평가

다음 단계에서는 H사의 스탠드 5종을 상으로 3장에

서 정의한 GPFI의 계산하기로 한다. <표 4>는 GPFI의 

계산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GPFI 계산 과정 및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GPFI의 계산을 하여 

product family내의 제품과 구성부품들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G1, G2, G3을 각각 계산하고, 식 (1)에 의하여 최종

으로 GPFI를 계산하 는데, GPFI는 62.89%이었다.

GPFI는 62.89%라는 것은 상 product family의 부품

의 공통성이 높으며 동시에 재이용성과 재활성이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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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4.4 지수간의 비교 분석

본 에서는 이상에서 용한 공통성 지수와 본 연구

에서 정의한 GPFI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술한 바와 

같이 GPFI는 0부터 100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의

되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6가지의 공통성 지수 에서 

PCI와 %C이 경우는 GPFI와 마찬가지로 0부터 100까지

의 범 를 가지므로 동일한 범 라 직 인 비교가 가

능하다. 그리고 TCCI와 CI의 경우는 0부터 1까지의 범

를 가지므로 직 인 비교가 되지 않아 이 두 지수에는 

100을 곱하여 동일한 범 의 값으로 변환하여 비교하

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지수는 범 가 달라 비교 상에서 

제외하 다.

이상에서 기술한 로 4가지의 공통성 지수와 GPFI의 

비교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GPFI는 다른 공통성 지수와 비교

하여 보면 상 으로 약간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지

수 값도 다른 공통성 지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 새롭게 정의한 GPFI도 product family를 평가하는 것

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0%

10%

20%

30%

40%

50%

60%

70%

TCCI* 100 PCI %C CI* 100 GPFI

[그림 3] 공통성 지수와 GPFI간의 비교

5. 결론

 더 치열해지는 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하

여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리드타임을 이고, 비용을 이

기 하여 product family 개념을 용하고 있다. 성공

인 product family를 한 핵심 요인은 랫폼을 도출하

는 것으로 이는 product family를 설계할 때, 제품의 공통

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product family내에서 공통

성을 평가하기 해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성 지수를 평

가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선행 공통성 평가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제

품의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product family의 평가지

수인 GPFI를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GPFI는 부품의 크기/모양, 부품의 

자재, 생산을 한 조립 방법  조립 시간, 부품의 재이

용성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정의되었고, H사의 스탠드 

5종의 분해결과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평가하고 다른 공통성 평가지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

안한 GPFI의 용가능성과 효과성에 하여 논의하 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GPFI를 다양한 

product families에 용하여 GPFI의 용가능성과 효과

성에 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하며 GPFI의 평가결과

를 반 한 새로운 친환경 product family 설계 략을 도

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GPFCI는 연

구결과는 고객의 요구에 한 빠르고 유연하게 응하여 

효율 으로 새로운 제품을 기에 개발하기 한 개념인 

product family와 최근 들어 더욱 더 요하게 두되고 

있는 환경친화 인 제품 개발의 요구를 모두 반 한 새로

운 방법론의 제시가 가능하며 친환경 인 product family

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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