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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을 고려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기반의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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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충분한 다양성을 가진 product family를 개발
하도록 하고 있다. Product family를 설계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제품의 공통성과 차별성간의 절충점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Product family를 설계할 때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환경 성능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을 고려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
즘 기반의 그린 Product Family 재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린 product family의 설계를 위해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써 유전자 알고리즘과 green product family index (GPFI)를 이용한다. 추가적으로 product 

family 레벨과 부품 레벨의 product family 재설계 추천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 램프 product family

를 대상으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 그린 Product Family, 환경성, 재설계

Abstract  The competitiveness in today’s global market forces many companies to develop families of products 
to provide enough variety for the marketplace. The challenge when designing a product family is in resolving 
the tradeoff between product commonality and distinctiveness.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vironmental performance to design a product family as well as to shorten lead-times, improve quality and 
reduce costs. This paper proposes a metaheuristic algorithm based redesign methodology for green product 
family conside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proposed method uses a genetic algorithm as metaheuristic 
algorithm and green product family index (GPFI) to support green product family design. In addition, it 
provides the redesign methodology such as product family level and component level. A case study used table 
lamps as an product family's example shows the ver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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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로벌한 경쟁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해서 제품 랫폼에 기 한 

량 맞춤이 많은 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다. 량맞춤은 

product family와 제품 랫폼에 근거하여 기업으로 하

여  새로운 제품을 유연하고 효율 이며 고객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1].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한 빠른 응과 유연하고 효율 으로 새로운 

제품을 기에 개발하기 하여 기업들은 상 으로 생

산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량생산의 이 을 유지하고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한 제품 랫폼 

기반의 product family 략은 량맞춤을 실 화하는데 

한 방법이다. Product family란 공통의 특성, 구성품

과 서 시스템을 공유하는 상호 연 된 일련의 제품으로

서 다양한 시장 분야를 만족하는 것을 정의되며 product 

family를 구 하기 해서는 제품 랫폼의 개념도 요

한데, 제품 랫폼은 주어진 제품 가족 내에서 제품과 제

품 간에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일련의 공통된 라미터, 특

성이나 구성품을 의미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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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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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연구에서는 기존의 product 

family의 공통성을 평가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평가하는 

구성 부품과 서 시스템을 공유하는 product family의 

환경성을 고려한 그린  product family 평가 지수 개발하

고, 개발한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그린  product family 

평가 지수를 계산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4].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을 고려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

리즘 기반의 그린 product family 재설계 방법론을 개발

하고자 하는데, 이를 하여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그린  

product family 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이 지수를 최 화

하기 한 목 함수와 product family의 제약조건을 만

족시키기 한 최 화 모델을 수립하고, 유 자 알고리

즘을 용한 최 화를 수행한 후에 시뮬 이션 결과 분

석을 통한 환경친화 인 product family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메타휴리스틱(meta heuristic)은 특정 문제에 맞추는 

휴리스틱 방법을 설계하는 략  가이드라인과 일반

인 구조를 제공해주는 일반 인 해법으로 실용 인 문제

를 해결하는 가장 요한 기술 의 하나다. 메타휴리스

틱의 특징으로는 실행 가능한 역에서 탐색을 강화하고 

지역 최 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략과 지역 개선 방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일반 이고 다양한 해법이

며 복잡하고 규모 문제에서 매우 좋은 해를 상 으

로 빨리 찾는다는 장 이 있다. 메타휴리스틱에서 찾은 

해는 최 해 는 최 해에 가까운 해를 보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언제나 최 해를 보장해주는 알고리즘으로 보

완해야 한다[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개발된 메타 휴리스틱 알고

리즘 에서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기로 한다.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은 자연 진화(natural 

evolution)와 자연 유 (natural genetics)을 최 화에 

용한 것으로써, 여러 개체를 동시에 이용하여 여러 탐색

경로를 거쳐 최 해를 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

자 알고리즘은 무작 로 최  해집단을 생성함으로써 시

작되는데 집단의 크기는 해 공간을 충분히 샘 할 수 있

을 정도로 커야 한다[6]. 유 자 알고리즘의 한 세 는 개

체(individual)의 집합, 즉 개체군(population)으로 구성되

며 개체군은 복수개의 유 자(gene)의 집합으로 구성된 

염색체(chromosome)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 개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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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경에 한 합도(fitness)가 높은 개체가 높은 

확률로 살아남아 재생할 수 있게 되며 이때 교배  돌연

변이로서 다음 세 의 개체군을 형성하는 생물의 진화과

정을 인공 으로 모델링한 알고리즘이다[7]. 

2.2 그린 Product Family 지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그린 

product family 지수인 GPFI(Green Product Family 

Index)에 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 

먼 , GPFI에서는 공통성을 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

은 요인을 고려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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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를 기반으로 GPFI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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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 G1은 product family내의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

는 부품이 완 히 일치하 을 경우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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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

면 product family의 공통성을 평가할 수 있고 동시에 친

환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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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 제품의 조립공정의 측정시간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시간인 표 시간을 용함으로써 공정의 낭비요

소를 임으로써 친환경성을 반 하기 해 도입되었다. 

3. 제안하는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은 총 4단계로 구성

되는데, 각 단계별로 수행하게 될 연구 내용을 구체 으

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  1단계에서는 product family를 상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는데 데이터 수집은 BOM과  product family의 

분해를 통하여 수집한다. 

2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서 제

시한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그린 product family 지수

인 GPFI를 계산한다. 

다음 3단계에서는 GPFI를 최 화하고 제약조건들로 

구성된 최 화 모델을 수립하고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을 용한 최 화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메타 휴리스틱 기반의 최 화 실

험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된 환경친화

인 product family 재설계를 한 추천 설계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사례 연구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oduct family 상으로 H사의 테이블 램   5종을 

선정하 고, product family의 공통성 평가와 GPFI의 계

산을 한 기  데이터 수집을 해 BOM과 스탠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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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해를 통하여 부품의 정보(무게, 크기/모양, 재질 등)

를 수집하 다[1]. 

[Fig. 1] Product Family of a Table Lamp

4.2 GPFI 계산

다음 단계에서는 H사의 테이블 램  5종을 상으로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그린 product family 지수인 

GPFI를 계산하 다. Table 1은 GPFI의 계산과정과 최종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 

<Table 1> The calculating result of GPFI

Table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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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의 

공통성이 높으며 동시에 재이용성과 재활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3 최적화 모델 수립 및 메타 휴리스틱 기반

의 최적화

4.3.1 최적화 모델 수립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 화 모델은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GPFI를 최 화하기 한 목 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product family의 특성을 반 한 제약조건식도 수

립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약조건 1: 외부(external)/서로 다른(differentiating) 

부품은 재설계동안에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 제약조건 2: 유일한(unique)한 부품은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 제약조건 3: 만약 체 product family를 통해 부품

이 이미 공통(common)이면 optimizer는 부품을 변

경하여서는 안된다. 

- 제약조건 4: 메타 휴리스틱 기반의 optimizer가 최상

의 해를 찾기 하여 속성의 최  변화를 허용한다. 

이상의 네 가지의 제약조건을 기반으로 설계변수가 결

정되는데, 오직 non-differentiating 부품들만이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의 집합내에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속성들(attributes)이 고려된다: (1) 서로 다른 부

품의 형태의 수(부품의 크기/모양과 같은 기하학  특

성), (2) 부품의 자재(material), (3) 생산을 한 조립 방

법  조립 시간, (4) 부품의 재이용성(reusability), (5) 부

품의 재활용성(recyclability).

이상의 목 식의 제약조건식을 토 로 수립된 최 화 

모델은 다음과 같다. 

Maximize 
Subject to 
∈

  




 




 



∐
≤

 
 
 

      (2)

단, 는 제품 j에서 부품 i를 한 변수 k 값.


는 제품 j에서 부품 i를 한 변수 k 기값.

의 가능값은 1.

는 제품 j에서 부품 i를 한 변수 k의 허용가능

한 값들의 집합.

는 product family의 모든 제품의 총 부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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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roduct family의 총 제품 수.

은 변화를 허용하는 최  변수의 수.

만약  
이면 ∐

  이고, 아

니면 1.

4.3.2 메타 휴리스틱 기반의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표 인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여 최 화를 수행하고 한다. 

즉,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여 GPFI를 사용하여 

product family의 공통성(commonality)을 최 화하기로 

하는데, 이를 해서 본 문제에 합한 chromosome을 

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

기 해 Fig. 2와 같이 product family의 공통성(GPFI)을 

최 화하기 한 유 자 알고리즘의 chromosome을 개

발하 다. 여기서 개발한 chromosome string은 길이는 

nk + nkp인데, n은 설계 변수의 수이고, k는 속성

(attributes) 수, 그리고 p는 체 제품 수이다. 

[Fig. 2] GA representation for maximizing the 
commonality(GPFI)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행(run)을 수행하 는데, 첫 

번째는 체로써 product family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는 product family 벨로써 최 화이고, 두 번째는 개개

의 product family 벨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최 화

이다. 

유 자 알고리즘에서는 교차연산과 돌연변이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에 한 확률에 따라 최 값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연산에 다양한 확률값을 용하 고, 

한 세 (generation) 수와 모집단(population)의 수도 

다양하게 실험하 다. 먼 , 모집단 수는 100과 300개, 돌

연변이 확률값은 0.001과 0.01, 교차연산 확률값은 0.3과 

0.7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최 화 모델의 목 함수는 식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GPFI를 최 화하는 것인데, 본 실

험에서는 에서 설정한 변수들로 총 16개의 조합을 만

들어서 유 자 알고리즘 실험을 수행하 는데, 실험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최상의 실험결과는 조합 5, 9, 15에

서 얻을 수 있었는데, GPFI의 값은 0.7912 다.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GA runs

추가 으로 GPFI 값과 더불어  16개의 조합  두 개의 

변수에 한 비교를 수행하 는데, 첫 번째는 수렴 세 수

와 함수 호출 수이다. 가장 이상 인 것은 가능한 낮은 수

렴 세 수 와 함수 호출 수를 가질 때 가장 높은 GPFI를 

갖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Fig. 3와 같은데, 이 값들은 

0과 1사이의 값을 표 화되었고 가장 높은 값이 보다 나은 

성능을 의미한다. 15번째 조합이 최소의 연산시간을 갖으

며 가장 높은 GPFI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Comparison results of the GA runs

4.4 환경친화적 Product Family 재설계 방안

최 화가 완료되면, 유 자 알고리즘 optimizer는 원

래 설계안과 비교하여 새로운 재설계안과 재설계 순서를 

제안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 정보를 제

공한다: (1) product family 벨에서 새로운 설계안이 존

재한다면, 유 자 알고리즘은 이를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PFI를 0.7912까지 향상시켜 25.8%

의 공통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보다 환경친화 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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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을 향상시킨 product family의 재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 부품 벨에서 가장 높은 공통성을 달성

하기 해 재설계를 한 부품 목록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재설계 방안의 순 목록도 제시가 가능하며, 이는 설

계자가 가장 공통성에 향을 미치는 부품들의 선택을 

도와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기반의 최

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그린 

product family 재설계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제안한 방

법은 존재하는 product family의 재설계를 도와  수 있

고 추천 설계안을 제공하여  수 있는 시스템 이며 일

된 방법이다. 이를 하여 먼  BOM과  product 

family의 분해 등을 통하여 product family를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고 수집된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사용

하여 GPFI를 계산하 다. 다음으로는 GPFI를 최 화하

고 제약조건들로 구성된 최 화 모델을 수립하 고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서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한 최

화를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최 화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환경친화 인 product family 재설계를 

한 추천 설계안을 제시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product family 벨과 부품 벨에서 가장 높은 공통성

을 달성할 수 있는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재설계 방안은 설계자가 가장 공통성에 향

을 미치는 부품들의 선택을 도와  수 있고 한 이를 통

하여 가장 효율 으로 환경친화 이면서 공통성을 동시

에 향상시킬 수 있는 product family를 재설계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로는 product family내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공통성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보

다 다양한 product families에 이를 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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