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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ufacturing company should produce its products and make a profit to continue its management. With the adop-
tion of a multi-category small-volume production system, manufacturers that produce concrete pump-cine products are 
carrying out improvement activities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amid the business-to-customer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the slump in the construction investment environment has led to a decline in sales of concrete pump trucks. 
The purpose of holding inventory is to prevent loss of sales opportunities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sales plan, and 
reducing the rate of change in the product can reduce unnecessary inventory and,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goal of 
reducing inventory can be achieved by reviewing the parts that can be designed for common use.

Therefore, to reduce the inventory of concrete pump trucks, semi-finished publicization design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rame assembly process of the 32M model is common. Production capacity can be secured without 
loss of sale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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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제조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남겨야만 지속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
할 수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펌프
카인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에서는 Business To 
Customer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만족을 우선하는 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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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성장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펌프카 제품의 사업환경은 경
기침체로 예측의 신뢰도가 낮으며, 운전자금 부족 문제
와 외부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며, 생산량 감축에 따른 회전력의 둔화로 환금성이
낮은 계열에 속하는 재고수준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0]. 또한 재고 감축으로 판매기회의 손
실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서 수요 변동에 대한 안
정적인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4], 펌프
카 완성 제품의 BOM 레벨 수준은 다수의 부품과 반제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공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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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다수의 설계변경 발생으로 인하여 관리적인 어
려움이 발생하게 되고[2], BOM 오류와 도면 및 스펙 오
류와 같은 휴먼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재
고 감축을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펌
프카 시장의 균형을 위하여 건설기계 수급 조절 규제를
발표하여 기업 간 경쟁을 통하여 국가에서 정해진 수량
만을 생산해야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16], 국내 건설
투자 환경은 <Figure 1>과 같이 2017년 중반부터 후퇴기
에 직면하였고, 2018년 하반기 불황 국면에 직면하였으
며 2020년 이후에도 불황으로 예측되고 있다[9]. 

 <Figure 1> Trend of Cyclical Fluctu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9]

따라서 건설투자 환경의 불황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
계 제품인 펌프카 제품<Figure 2>의 판매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가 예상되므로 펌프카의 기종별 판매계획 변동
율에 대한 대응으로 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Figure 2> Concrete Pump Truck

본 논문에서는 펌프카의 판매계획 변동율을 낮출 수
있는 반제품 공용화 설계 라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펌프카 반제품의 공용화로 원가절

감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고 감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펌프카 제조 공정

펌프카는 건축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물을 건축할 때
인력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트럭에
콘크리트 펌프와 수송 파이프관을 장착하여 시멘트 콘크
리트 믹서 트럭에서 펌프카로 이송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유압을 통하여 <Figure 3>과 같이 고층 건물을 건축할
때 또는 다량의 콘크리트를 이송하는 목적에 의하여 제
조된 특장차 종류 중 하나로 신축 건설 프로젝트에서 리
드타임을 단축하고, 자동차 동력을 통하여 가동성을 확
보한 제품이다[1].  

<Figure 3> Concrete Pump Truck Haeundae L-City Concrete 

Deposition Site[5]

펌프카 제조 공정은 <Figure 4>와 같이 트럭 길이 연
장, 프레임 조립, 상부 파트 조립, 붐 조립, 파이널 조립, 
테스트 및 도장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프레임 조립 공정은 <Figure 5>와 같이 강철로
용접된 프레임과 붐 조립 구조물을 결합하기 위한 컬럼
과 프레임의 조립체인 메인 프레임 조립체, 콘크리트를
파이프관이 콘크리트를 흡입하게 하는 장치인 PTO 펌프
조립체와 코어펌프 조립체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코어펌
프 조립체는 콘크리트 시멘트의 공급속도 및 적량의 공
급량을 조절하며 높은 펌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
존의 유압 압력보다 높은 350 bar의 고압화가 필요하다
[11]. 또한 펌프의 압력, 유량, 스트로크 시간에 대한 회
귀 분석을 통하여 압력이 높을수록 토출량이 많고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점도가 충진율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스트로크 시간, 항복응력 순으로
충진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기존 펌프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조와 부품의 기

능 향상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
업의 운영비와 직결된 재고 감축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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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crete Pump Truck Manufacturing Process

<Figure 5> Frame Assembly Process

본 논문에서는 H社의 사례를 바탕으로 펌프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체에서 재고 감축을 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2.2 재고 감축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노력은 생산성 및
수익성 등의 지속가능한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이되며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면서 성장 기회를 발
견해야만 지속적인 기업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된다[6]. 개선활동의 일환인 재고감축은 기업이 지속
경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이기에 불필
요한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재고 감축은 필수적이고
제품 및 생산 공정, 설계변경의 이해가 필요하며 재고소
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불용재고로 폐기되어 운영비용
의 손실을 가져오므로[8], 단일기간 재고모형에서의 최적
주문량은 한계분석법을 활용하여 제품의 수명주기가 확
정적인 경우에는 수명주기 이전 시점에서는 (s, S) 재고

모형을 이용하고, 마지막 시점인 수명주기에는 단일기간
재고모형을 이용하여 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에 대한 주문
및 재고관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7]. 또한 제품을 외
부에서 주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문 및 재고관리
가 필요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능
력의 제약을 고려해야한다.

Jung[3]에 의하면 현재의 공급사슬 관리 역량을 기준
으로 공급 변동점, 수요 변동 및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Lee[13]는 재고의 불규칙한 수요와 불
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자재의 적치
로 작업자의 이동을 방해하여 자재의 사용과 분류 작업
이 어려워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기도 함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Park[18]은 자동차 산업군에서 설비 고장을
고려한 안전재고를 산출하여 설비 고장 수리의 최대시간
과 공정의 시간 단위당 최대 생산수량을 고려하여 재고
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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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Average CPT Inventory Status

CPT Model
Monthly average
inventory count

Inventory account per Unit
(KRW 100 million)

Total inventory account
(KRW 100 million)

24M 3 1.5 4.5
26M 3 1.5 4.5
32M 3 1.5 4.5
37M 3 2.0 6.0
43M 3 2.5 7.5
45M 3 2.5 7.5
55M 3 2.8 8.4
63M 3 3.3 9.9
65M 3 3.3 9.9
Sum. 27 62.7

많은 기업들이 재고 감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펌프카 제품에 대한 판매계획의 변동
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여 물
류 개선, 원가절감, 공용화를 통한 생산 효율화 증대, 재
고 감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공용화 설계 정의 

Lee[12]는 공용화 설계는 사전에 설계된 표준 부품을 공
통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설계에서부터 표준화에
따른 인터페이스 표준화된 부품 적용을 통해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 유연성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Yang[20]은 부품 공용화, 사이즈 가
변 시 조건 변화에 따라 프레임의 두께, 구조 등을 설계
반영 시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한 질적인 향상 부분이 고
려되어야 하며, Reitzinger et al.[19]과 Meyer[15]는 대량
맞춤의 실현을 위하여 제품군 기반의 설계가 필요하고
Hewlett Packard, Boeing, Volkswagen, SONY 등 많은 기업
들이 제품군 설계를 수행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
장에서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으며, 공용화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품의 품질을 높이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해
야 하고[14] 핵심 작업은 제품들이 공유하는 공용화 정의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능저하 없이 스펙 변경을 잘 수
용하는 지를 검토하면 공용화를 통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BOM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이 발생된 이후의 단계에서 모두 변화하는데 표준 BOM
이 변경하면 표준정보인 부품정보와 도면의 정보가 변경
되면서 변경된 부품과 도면정보는 프로젝트별 정보에 참
조되어 반영되고 BOM 변경은 사양, 표준 BOM 구조 및
속성, 도면, 대표부품번호, 프로젝트 BOM 구조와 속성, 
부문별 BOM 정보의 변경으로 구분되는데, 사양 및 설계
변경 담당자는 변경유형에 따라 BOM이 변경처리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H社의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전 공정의 호환가능성 검토에 대한 공용화 설계를 진행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반제품 공용화를 위한 현실적인
모형을 제시하면서 해법을 제안한다.

3. 펌프카 재고 운영 문제정의 및 사례연구 방법

3.1 문제정의

펌프카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원하는 기간에 제품을 인
도받지 못하면, 다음 작업 기회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작
업을 할 수 없고, 작업 대기로 인하여 고객의 수입을 보장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선택사항을 만족하면서 제
품 인도일을 준수하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
인 H社는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에서 매출 확보를 위하여
판매계획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Table 1>
과 같이 제품 당 월평균 3대의 재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고객은 경쟁사가 보유한 재고를 구
매하여 H社는 판매기회를 손실하게 되는 구조이다.
월평균 총 재고비용은 (기종별 월평균 재고 대수)*

(제품 1대당 재고 금액)으로 현재 27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고비용은 62.7억 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재고비용은 기업의 경영환경에서 재무흐름에 부담이 되
고, 장기재고가 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기능 테스트 및 재고 재상품화를 위한 낭비가 발생되고, 
장기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가격할인을 진행하게 됨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자가 되는 상황이기에 재고 감축
에 대하여 절실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계획
의 변동성에 대비한 재고 보관 위치를 확보하기 쉽지 않
고, 제품 모델 생산계획 변동 시 공정 변경 및 이동 로스가
2시간이 소요된다. 재고 감축을 통하여 이러한 장기재고
로 인한 판매 손실, 공정 물류, 재고 보관 위치 확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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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 연구 방법 정의

재고를 보유하는 목적은 판매계획의 변동율로 판매기
회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제품의 변동율을 줄이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공용화 설계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재고를 감축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변동율(%)은 판매계획 변동 증감의 절대값/변경 전

판매계획으로, <Table 2>와 같이 예시를 통하여 24M 
기종은 40%, 26M 기종은 70%, 32M 기종은 25%로 각
기종별 판매계획 변동율(%)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 기
종을 그룹핑하여 주력기종이면서 제품 품질이 안정화된
32M 기종으로 공용화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각 기종별
판매계획 변동율 최대 135% 대비 7%로 128%가 감소
하지만 제약사항 중 붐 길이의 선택은 하드웨어적인 부
분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통합하기 어려워서 본 연구
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흡입 및 이송 타설 능력에 영
향이 있는 프레임 조립 공정에 한하여 공용화 설계를
진행한다.

<Table 2> Small CPT Sales Plan Fluctuation Rate

CPT
Model

Sales Plan
Before

Sales Plan
After

AVID
Rate of 

Variation(%)

24M 5 7 2 40%

26M 10 3 7 70%

32M 12 15 3 25%

Sum. 27 25 2 7%

*AVID : Absolute value of increase of decrease.

4.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 설계 및 구축

4.1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 설계 대상 선정

부피, 길이, 성능, 재료비를 고려하여 유사기종을 그룹핑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AS-IS에서는 9개 기종이었으나 TO-BE에서는 3개 기
종으로 33% 기종수가 감소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
형 펌프카인 24M 기종, 26M 기종, 32M 기종에 대한 공
용화 설계를 품질수준이 높은 32M 기종으로 공용화 설
계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전 공정에서 재료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프레임 조립 공정은
44%로 전체 공정 중 1위이며, 고객의 선택사항에 영향이
없는 공정으로 프레임 반제품 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Table 3> Frame Commonization Type Possible Review

AS-IS TO-BE
Text

CPT Model Similar Family Group

24M

32M26M

32M

37M

45M
Design Progress after 

32M
Publicization effect

verification

43M

45M

55M

65M63M

65M

<Table 4> Material Cost Analysis by CPT Process

Process Cost(%)

Truck length extension 20%

Frame Assembly 44%

Boom Assembly 35%

Painting 1%

Sum. 100%

4.2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 구축

프레임 조립 공정의 구조는 메인 프레임 조립체, PTO 
펌프 조립체, 코어펌프 조립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화
설계를 위해서는 조립되는 상대물과의 조립 가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료비에 대한 검토, 품질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able 5>에서 조립 공용화 검토를 한
결과, 변경되는 부위는 프레임 조립의 하위 부품인 컬럼
과 상대 조립부인 1붐 입구에 대한 홀 스펙에 대한 공용
화 스펙을 <Figure 6>과 같이 32M 기종으로 통일하였고
이에 따른 품질 변동이나 재료비 변동은 없지만, 프레임
구조물은 유사기종 그룹핑 중 용접보강이 추가된 기종으
로 선정하였기에 내구성 품질이 상승하고, 프레임 구조
물을 구매할 시에 협력업체에서는 모델 교체로 인한 로
스 감소, 로트 생산성 향상으로 단가할인을 8%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재료비를 감소할 수 있었으나, 코어 펌프는
고사양 기종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0.5% 단가상승이 되
었다. 총 분석 결과 전체적인 재료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즉, 고사양 제품으로 공용화 설계 검토를
진행하여 <Figure 7>과 같이 PTO 펌프와 코어 펌프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시간당 시멘크 콘크리트의 토출량이
향상되어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료비가 감소하
여 공용화 설계 진행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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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us of Commonization Design of 32M Model

Contents Quality Effect Material cost

Column 1) Common use of 32M Column
2) Design Change of Column Hall and 1st Boom Hall Assembly ability same no change

Boom & Column
Assembly part Column Hall and 1 Boom Hall Assembly assembly design change(24M, 26M) same no change

Frame Structure 32M Frame Commonization durability increase 8% unit price reduction
PTO Pump 32M PTO Pump Commonization performance boost no change
Core Pump 32M Core Pump Commonization performance boost 0.5% unit price increase

Column
(32M common use)

1st Boom hole
(only 1st Boom hole specification changed)

CPT Model
Column hole spec.

AS-IS
Column hole spec.

TO-BE
1st Boom hole spec.

AS-IS
1st Boom hole spec.

TO-BE
contents

24M 405mm 410mm 403mm 408mm 32M 1st boom
hole spec.
integration26M 408mm 410mm 406mm 408mm

32M 410mm 410mm 408mm 408mm no change

<Figure 6> Status of Change in Column and 1st Boom Hole Enterance Specification

CPT
Model

Discharge
pressure 
AS-IS

Discharge
pressure
TO-BE

Discharge
pressure
difference

Concrete discharge
per/hour
AS-IS

Concrete discharge
per/hour
TO-BE

Concrete discharge
per/hour
difference

24M 188bar 350bar 162bar 56m3/hr 90m3/hr 37m3/hr

26M 200bar 350bar 150bar 60m3/hr 90m3/hr 30m3/hr

32M 350bar 350bar same 90m3/hr same same

<Figure 7> Performance Improvement Stauts of PTO Pump and Core Pump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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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ame Semi-Product Commonization Design Before

CPT Model MPCQ Sales BI PS ETI PQ Sum. SRJ

24M 7 7 3 4 3 7 OK
26M 7 3 3 0 3 3 OK
32M 7 15 3 8 3 11 NG 4generations Lost sale
Sum. 21 25 9 12 9 21

*MPCQ : Monthly Production Capable Quantity
*BI : Basic Inventory
*PS : Production for sale
*ETI : End of Term Inventory
*PQ Sum. : Production Quantity Summary
*SRJ : Sales Response Judgment

<Table 7> Frame Semi-Product Commonization Design After

CPT Model MPCQ Sales BI PS ETI PQ Sum. SRJ

32M 21 25 9 16 0 16 OK 5generations Securing
Capacity

Sum. 21 25 9 16 0 16

5.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 설계 효과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 설계 전 <Table 6>에는 기말재
고를 기종 별로 3대분 씩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종별 월
평균 생산가능 수량에서 24M 기종, 26M 기종는 판매 대
응을 할 수 있으나, 32M 기종은 4대분 판매기회를 손실
하게 된다. 또한 다음 판매계획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9대분의 기말재고를 보유해야만 하지만 월평균 생산
가능 수량의 여유 부족으로 32M 기종의 기말재고는 생
산할 수 없다.
반면에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 설계 구현을 하게 되면

<Table 7>과 같이 24M 기종, 26M 기종, 32M 기종이
32M 기종으로 통합되어 반제품 호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24M 기종, 26M 기종, 32M 기종에 대하여 월평균 생산
가능 수량 총 21대분 중 16대분 생산으로 판매대응을 할
수 있고, 5대분의 생산 여유로 판매기회의 손실을 개선
하면서 재고 감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재고비용 절감,  
공정 물류 개선 및 재고 보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펌프카의 재고 감축을 위하여 판매계획
의 변동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프
레임 반제품 공용화 설계 구현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
과를 살펴보면 고객의 선택사항이 반영되는 붐은 길이에

대한 하드웨어의 적용이 불가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점이 있지만, 프레임 반제품 공용화를 통한 재고 감축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타 유
사기종에 대하여 그룹핑한 펌프카 기종에 대하여 반제품
공용화 설계를 수평 전개하여 재고 감축을 실현하고, 제
약조건이었던 붐의 길이에 대한 고객의 선택사항을 표준
화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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