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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설비배치방법인 셀룰러배치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그룹테크놀러지에
대한 지난 삼십여년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셀룰러제조시스템에서의 셀 형성기법과 그룹테크놀러지에 관하
여 발표된 연구들이다. 국내의 학술지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외국 학술지를 중심으로 셀 형성기법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이들 셀 형성기법
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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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장제 제조업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초기 산업화 시기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
하였기에 기업들은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단순 작업의 반복을 통한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였다. 이 시대의 기업들은 생
산원가요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보다
는 획일적인 소수의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데 적합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설비배치형태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이 역전이 되어 공급
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미덕은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
하였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에 적응하지 못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
축되어 가는 시장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더 이상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
맞는 설비배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경우에는 설비배치도 전용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설
치하기만 하면 생산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
품종 소량생산에서 제품별 배치를 선택한다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설비를
결정하고 생산라인을 배치하여도 생산할 제품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즉각 다른 제품의 생산설비를 고려하여 생산라인을 배치하여야만 한다. 이
것은 작업준비의 교체를 위해서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보다 적합하도
록 공정별 배치로 생산설비를 배치할 수 있다. 공정별 배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반면 작업 준비시간이 길고, 생산설비의 이용률이 떨어지며,
제공품재고의 양도 많아지고, 자재취급비용도 높아지며, 리드타임이 길어져 단위당 생
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생산관
리방법이 셀룰러제조시스템(cellular manufacturing system: CMS)이다. CMS는 생
산해야 할 품목을 형상, 치수, 가공공정 등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
누고 각 그룹별로 필요한 기계설비를 배치함으로써 생산준비시간, 작업장간의 운반거
리, 대기시간 등을 줄여 개별생산시스템하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다(김
태웅 2015). CMS에서의 생산성 증대는 시스템에서 집단이나 셀들의 생성에 의해 일
정한 셀에서 부품이 만들어지는데 있으며 CMS에서 기계들의 집합은 기계셀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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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여기서 가공되는 부품들의 집합을 부품군이라 부른다. 각 기계셀에는 기능적으
로 다른 기계들로 구성이 된다. 일단 셀이 형성이 되면 일정한 셀에 속한 부품은 다
른 셀로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CMS
의 특징이다(이상완・조성열 2005).
CMS는 기계들을 기계셀에 의한 설비배치인 셀룰러 배치(cellular layout)를 하여
야 한다. 셀룰러 배치는 기계셀들이 일련의 특정한 가공작업들만 수행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정별 배치와 유사하고, 제한된 범위의 제품들의 생산에 전용한
다는 점에서는 제품별 배치와 비슷하다(이상범・류춘호 2017). 공정별 배치를 셀룰러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을 공통의 가공공정을 가진 부품군으로 그룹화하여
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부품 분류 및 코딩시스템인 그룹테
크놀러지(group technology : GT)이다.
본 연구에서는 셀룰러 배치를 결정하는 GT가 개발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본 후에
지난 삼십여년 동안 관심을 받은 GT 셀 형성기법의 연구들에 대하여 방법론에 따라
분류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GT 셀 형성기법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GT의 역사적 배경
GT는 1950년대 초반 Mitrafanov와 구소련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장한, 유사한
품목들을 묶어 생산하면 생산준비시간이 감소된다는 논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GT의 개발동기는 구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의 독일침략 기간 동안 구소련내의
기계설비들이 동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기계도구들의 체계화를 위한 새로
운 배치형태의 실험적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GT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1958년
에 러시아어로 쓰여진 Mitrafanov(1966)의 저서가 출간되면서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태웅 2015).
이후에 GT 개념은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국가들에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GT 개
념은 영국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지만 발전은 다소 정체되었던 반면, 1970년대 일본
기업들에 의해서 훨씬 더 완전해지고 혁신적으로 발전되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가 지난 이후에 G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보았다.
GT는 처음에 ‘유형가공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공을 주체로 한 제조분야에서의
합리성을 추구한 것이었다(함인영・조규갑 1986). GT는 제조사이클 모든 부분에서
경제성을 가져오도록 유사한 부품들을 군으로 집단화하는 원칙에 기초하는 제조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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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설계 및 공정계획단계에서 GT는 유의적인 다양성의 감소와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여준다. 생산단계에서는 부품군을 지향한 셀룰러제조방식을 통하여 배치생산의 상
황에서도 대량생산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준다.
CMS에서 GT는 유사한 처리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부품군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다. 부품들과 기계들은 순차적 혹은 동시적인 기법들에 기초하여 유사한 묶음으로 집
단화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계들을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보다는 처리요구에
기초한 상대적 근사성으로 할당되는 셀들을 만들어낸다.

Ⅲ. GT 셀 형성방법론
GT 셀 설계는 한 집단의 기계들에서 제조되는데 적절한 한 집단의 부품유형을 식
별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셀 형성절차들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부품군식별법(part family identification)에서는 셀형성과정에서 먼저 부품들의 군
들로 식별하고, 다음으로 기계들을 셀들에 할당하는 과정을 갖는다. 부품군식별법들은
주먹구구식 방법, 육안시험, 또는 여타의 비공식적 시스템에 기초한 방법들과 공식적
인 코딩 및 분류시스템에 기초한 방법들로 하위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 기계집단식
별법(machine group identification)에서는 기계들의 집단을 먼저 식별하고 부품들
의 군을 식별하는 과정을 갖는다. 즉, 기계집단식별법은 셀 형성문제를 2단계 과정으
로 고려한다. 1단계에서는 부품경로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계들을 집단
화하고, 2단계에서는 부품들을 기계셀들에 할당한다. 세 번째, 부품군/기계집단화법
(part families/ machine grouping)은 부품들을 부품군들로, 기계들을 기계셀들로
동시에 집단화한다. GT 셀 형성문제에 적용된 주요 방법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분류 및 코딩법
코딩법(coding method)은 부품들에 부호들을 배정하는 과정이다. 부호는 유사한
속성을 이용하여 부품들의 군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부품들의 속성을 나타
낸다. 분류(classification)는 설계속성들 혹은 제조속성들의 유사성 어느 하나에 기초
하여 부품들을 부품군들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코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구
조는 계급형, 연쇄형, 혼합형들 중에서 어느 한 구조를 사용하였다(Singh 1993).
Hyer & Wemmerlöv(1985)은 설계, 제조, 구매, 원가추정 부문에 적용한 분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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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법의 사용을 살펴보았다. Kusiak(1983, 1985)은 부품군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계
급군락화법과 p-중위수 공식법을 제시하였다. Han & Ham(1986)은 이를 위해 다목
적군집법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부품군들의 형성은 셀 형성문제에 있어 해결방안에
서 단지 일부분만을 제시한다. 일단 부품군들이 식별되면, 기계셀 내에서 한 부품군의
부품들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의 집합을 구해야 한다.

2. 군집분석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복잡한 자료집합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인지하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기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분석의 주요 목적은 한 군집에 있
는 개별요소들은 높은 수준의 자연적 연합성을 가지며, 군집들이 매우 유사한 자연적
연합성이 있도록 대상들, 실체들, 또는 속성들을 군집들로 집단화하는 것이다. 배열기
초군집법(array-based clustering technique)에서 기계들에 대한 부품들의 처리요
구는 근접행렬(incidence matrix)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근접행렬의 형태로 표
현된 기계-구성부품 차트의 행과 열을 변경해 가면서 기계-부품 집단들을 형성한다.
배열기초군집법에는 결합강도법(bond energy algorithm, McCormick et al.
1972), 순위서열군집법(rank order clustering: ROC, King 1980), 직접군집법
(direct clustering algorithm, Chan & Milner 1982), 수정된 순위서열군집법
(modified rank order cluatering, Chandrasekaran & Rajagopalan 1986), 점
유가치법(occupancy value method, Khator & Irani 1987), 군집식별법(cluster
identification method, Kusiak & Chow 1987a), 해밀턴경로 휴리스틱법
(Hamiltonian path heuristic, Askin et al. 1991)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
였지만 생산량, 작업순서, 처리시간 등과 같은 제조상에서 발생하는 현실성을 반영하
지는 못하였다.
Bajestani et al.(2009)은 다목적 동적 셀 형성법(multi-objective dynamic cell
formation)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은 총셀부하변동성과 기계비용, 셀간 자재처리비
용, 기계재배치비용 등과 같은 잡다한 비용의 합을 동시에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Sudhakara & Mahapatra(2009)은 식별된 부품군들을 생산하는 기계들을 기계셀들
로 할당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3. 유사성계수법
부품군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여러 유형의 유사성과 비유사성 계수를
사용하였다. 유사성계수법에서는 기계들, 도구들, 설계특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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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값을 정의한다. 단일연관군집분석법(single linkage cluster analysis,
McAuley 1972), 평균연관법(average linkage method, Seifoddini & Wolfe
1986), 그리고 완전연관법(complete linkage method), 무게중심법(centroid
method), 중위수법(median method)(Mosier 1989)과 같은 기법들은 유사성계수를
기초로 부품군들과 기계셀들을 형성한다. CMS에서 대부분의 기계들은 한가지 작업이
상을 수행할 수 있어 부품들의 경로변경을 가능하게 한다. 한 부품의 경로가 변경되
면 셀의 수행에 변화가 초래된다. 대부분의 접근법들은 수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
운 유사성계수를 개발하였지만,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체경
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Garbie et al.(2004)은 기계고장기간동안 대체경로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유사성계수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유사성계수에 기초하여 부품군들은 p-중위수 모형
을 사용하여 식별된다. Yin & Yasuda(2006)는 유사성계수들의 판별성과 안정성을
상이한 자료상황하에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가지 유사성계수가 보다 판별성이 있
었고, Jaccard 유사성계수가 가장 안정적인 유사성계수라고 제시하였다.

4. 수리계획법
수리계획법(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은 넓은 범위의 제조데이터를
수반하는 많은 환경에서 사용되어 왔다. GT 문제에 적용된 수리계획법의 공식유형에
따른 분류를 하면 4개의 주요 집단 즉,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목적계획법, 동적계
획법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urcheck(1975)은 총설비능력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기계-부품집단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형계획법을 사용하였다. 정수계획법은 몇가지 유형으로 수리계획
법의 범주에서 Kusiak(1987), Boctor(1991)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Flouds et al.(2006)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중요한 제약
조건인 기계수정을 도입한 혼합정수계획모형을 개발하였다. Diaby & Nsakanda
(2006)은 특수한 기계들에서 제조되어야 하는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운영과 부품수량
이 고려되어진 CMS에서 부품경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수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Sankaran(1990)은 셀 형성을 위한 목적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Mungwattana
(2000)는 동적이며 확률적인 생산요건과 경로유연성에 주안점을 두고, 동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2가지 모형 즉, 하나는 수요가 불확실하고 확률적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수
요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 110 -

이용균

셀룰러제조시스템의 셀 형성을 위한 그룹테크놀러지에 관한 연구

5. 유전학해법
유전학해법(genetic algorithm)은 휴리스틱 탐색기법으로 복잡한 최적화문제에서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전학해법은 좋은 해를 구하기 위해 탐색공간을 조사
하고 개발하기 위해 직접적 탐색과 확률적인 탐색의 요소들을 결합한다. 여타의 확률
적 탐색들과는 달리 유전학해법은 암시적 병렬성, 개체군기반 검색, 정보변화도에의
독립성, 영역의존적 휴리스틱들과 결합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전통적 휴리스틱 기법들보다 유전학해법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Mahdavi et al. 2009).
유전학해법은 CMS의 셀 형성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왔다.
Venugopal & Narendran(1992)은 유전학해법을 사용하여 총셀 부하변동성의 최소
화에 기초한 셀 형성문제를 모형화하였다. Zhao & Wu(2000)은 다경로와 다목적을
갖는 셀 형성문제를 위한 유전학해법을 제시하였다. Goncalves & Resende(2004)
는 기계셀들과 부품군들을 구하기 위하여 부분검색 휴리스틱과 유전학해법을 결합시
킨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Saadettin et al.(2010)은 가상기계셀들에서 작업일정을 위
한 유전학해법에 기반한 휴리스틱법을 제시하였다. 가상기계셀에서는 기계들은 정규
셀과 같이 부품군을 작업하지만, 기계들은 근접한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이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품군의 공정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할당된 기계유형의 논리적 형성이라
고 설명할 수 있다. Paydar & Saidi-Mehrabad(2017)은 다기간의 환경에서 가상의
CMS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공급자들로 부터의 최적 구매수량, 설비배치 그리고 생산
계획을 동시에 명시할 수 있는 혼성 유전학해법을 제시하였다.

6. 인공지능
Kusiak(1988)은 셀을 형성하기 위해 기계능력, 자재처리능력, 기술적 요구, 셀 크
기를 고려하는 전문가시스템과 최적화를 이용하는 지식기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lMaraghy & Gu(1989)는 영역 특수 지식규칙과 원형 특징에 기초한 모형화 시스템
을 사용하여 부품들을 속성들에 따라 식별하고 부품들을 가장 적절한 기계셀에 할당
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할당시스템은 부품들의 기하학
적 특징, 형성된 기계셀들의 특성, 부품기능적 특성과 속성뿐만 아니라 영역 특수 제
조지식을 바탕으로 셀들을 형성한다. Kusiak & Chow(1987b)는 GT 문제의 집단화
방법과 유사한 패턴인식에 기초한 부품들의 집단화방법을 개발하였다. 두 기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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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차이는 자동화의 정도이다. Xing et al.(2009)은 CMS의 설계와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셀 형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셀
형성기법들은 인공지능을 기초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7. 휴리스틱법
휴리스틱법(heuristic approach)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일련의 제한된 규
칙 제약들과는 대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인 체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
기 때문에 많은 실질적인 응용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휴리스틱법은 최적해를
제공한다고 보증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시간에 채택가능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많은 셀 형성기법들은 전체적인 부품들의 자재흐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법들은 자재흐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몇 가지의 생산요
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Yin et al.(2005)은 이러한 요인들을 비선형 수리모형에
포함시킨 휴리스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Chan et al.(2003)은 CMS에서 셀내 자재
흐름이 고려되는 기계할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휴리스틱 해법을 개발하였다.
Kim et al.(2004)은 셀 형성문제를 다목적 기계형성문제와 결부하여 셀 형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2단계 휴리스틱 해법을 제시하였다. Vitanov et al.(2007)은 부품의 경
로정보와 여타의 중요한 생산자료 모두로부터 유사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휴
리스틱 규칙들을 채택한 셀 형성해법에 기초한 의사결정지원도구를 제시하였다.

8. 퍼지이론
셀형성 의사결정과정은 가끔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포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퍼지군집(fuzzy clustering), 퍼지수학(fuzzy mathematics), 퍼지수리계획법, 퍼지신
경망 등을 셀 형성문제에 적용하였다.
Xu & Wang(1989)은 부품군들을 구하기 위하여 퍼지군집을 사용하였고, 유사성계
수에 기초하여 사전에 형성된 부품군들에 부품들을 할당하기 위하여 퍼지패턴인식을
적용하였다. Chu & Hayya(1991)는 FCM(fuzzy c-means)를 사용하여 사전에 정의
된 수의 부품군을 형성하고 부품들을 다른 부품군들에 재할당하기 위한 우선권을 결
정하였다. Torkul et al.(2006)은 퍼지논리를 적용하여 부품군들과 기계셀들의 설계
를 살펴보고, 퍼지군집 해법에 의해서 구해진 기계셀의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Ravichandran & Rao(2001)는 최적집단화 이전과 최적집단화 동안에 부품들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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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들을 하위집단화하기 위한 퍼지군집 해법과 유사성계수를 제시하였다. Won &
Currie(2007)는 동일 기계에 다수 방문을 갖는 작업순서, 부품들의 생산량, 다수의
동일기계 등과 같은 매개변수를 가진 부품-기계 집단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퍼지
ART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Safaei et al.(2008)은 동적 셀 형성문제에 대한 확대된
혼합정수계획모형을 해결하기 위한 퍼지계획법에 기초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사
용하여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퍼지목표를 최대 수준으로 만족시키는 각 기간에서의
최적 셀배치를 결정하였다. Papaioannou & Wilson(2009)은 각 부품에 의해 사용
되는 별개의 셀들의 수, 기계들을 셀들에 할당할 때의 준비비용, 그리고 한 부품이 이
후에 기계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셀을 재방문하는 횟수 등을 최소화하는 퍼지 수리계
획공식을 제시하였다.

9. 신경망
신경망(neural networks)은 탄탄하고 적응적 특성으로 인해 셀 형성문제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셀 형성문제에 성공적으로 사용된 신경망 유형은 홉필드신경망
(Hopfield network),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적응적 공명이론
(adaptive resonance theory: ART) 그리고 혼돈신경망(chaotic neural network)
등이다.
Zolfaghari & Liang(1997)은 기계집단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홉필드신경망의 새
로운 구조인 OSHN(ortho-synapse Hopfield network)을 제시하고, 해의 품질을
문헌으로부터 수집된 28개의 기계집단화문제들을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Guerrero et
al.(2002)은 부품들을 군으로 기계들을 셀로 집단화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을 제시하였
다. 1단계에서는 부품군형성문제가 자기조직화신경망을 사용하여 가중된 유사성계수
가 구해지고 부품들이 군집되도록 하는 이차계획법문제로 모형화된다. 2단계에서는
선형네트워크흐름모형이 사용되어 기계들을 셀들에 할당한다. Yang & Yang(2008)
은 ART1을 이용하여 GT의 셀형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Solimanpur et al.(2004)은
셀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돈신경망의 민감도, 가능성, 견고성을 예제와 문헌들에
서 구해진 검정문제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Rezaeian et al.(2011)은 유전학해법과
인공신경망에 기초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이 모형을 통해 구해
진 최적해가 여타의 기법들 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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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GT 셀 형성방법론의 분석
GT 셀 형성의 영역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는 행력조작 혹은 셀 형성을 위한 수
리계획법에 따른 유사성계수에 기초한 기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GT 셀 형성
문제들은 실제제조상황에 내재하는 다양한 척도, 모형화, 그리고 해결 복잡성 등이 통
합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GT 셀 형성을 위한 기법들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제조의 현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CMS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GT 셀 형성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1) GT 셀 형성을 위한 기법들은 대부분의 수리계획모형으로 제시되었으며 셀간 이
동의 총횟수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만, 기계활용과 기계부하
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2) GT 셀 형성을 위한 대부분의 수리계획기법들은 대규모 문제들에 대한 계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수리계획기법은 문제를 수
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작은 범위나 하위최적값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다.
3) 대부분의 GT 셀 형성기법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명확하게 제시되는 중요한 제
약조건들에만 한정하였고, 아주 적은 기법들만이 보다 포괄적인 제약조건들을
공식을 구성하는데 포함시켰다.
4) 기계의 수와 셀의 수는 셀 형성문제의 복잡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
품의 수는 문제를 어렵게 하는 이차적인 요인이며 일반적으로 부품의 수는 기계
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5) 현장에서 요구하는 GT 셀 형성문제의 동적 특성은 관심을 받았지만 소수의 연
구에서만 다루어졌다. 동적 특성은 다기간 제약조건이 주어지면 한 기간 동안
최상의 셀 설계는 후속기간에는 최상의 셀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셀을 재구성할
필요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6) GT 셀 형성문제의 NP-hard 특성으로 인하여 유전학해법과 같은 발전된 휴리
스틱 기법들이 보다 대규모 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7) GT 셀 형성 방법론들이 상호 결합하는 소수의 하이브리드 기법들이 GT 셀 형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8) 퍼지이론은 수리계획기법내에서 군집목적과 특정 모형의 매개변수상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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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다.
9) 신경망해법은 지난 20여년동안 한정된 GT 셀 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되었고, 포괄적인 GT 셀 형성문제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있었다.
10) GT 셀 형성기법들은 대부분 셀의 형성을 위해 단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다수의 목적을 고려한 연구는 아주 소수만이 있었다.
11) GT 셀 형성기법들은 대부분 생산계획과 통제활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12) GT 셀 형성기법들은 대부분 셀의 최적크기와 셀의 최적 수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정된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난 1990년대부터 GT에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GT 셀
형성기법들을 그들의 핵심적 특성에 따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오늘날까지 GT 관련
연구들은 기계와 부품들을 군집하여 셀과 부품군으로 형성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이
러한 점으로부터 CMS에서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GT 기법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GT 셀 형성문제의 주된 관심은 특정
한 목적에 적합한 부품들을 부품군들로 기계들을 기계셀들로 집단화하는 것이다.
CMS의 최적성과를 위하여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제약조건하에서 최적 집단수와 최
적 생산믹스를 구할 수 있는 GT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GT 셀 형성기법
들은 제품의 재설계에 의해서 유발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수량 변
화, 부품믹스 변화, 자원의 비신뢰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동적
셀 형성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GT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GT 기
법 중에서 유전학해법이 CMS를 운영하기 위한 GT 셀을 구하는데 가장 우수한 해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인정받으면서 유전학해법에 기초한 기법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유전학해법 역시 GT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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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Group Technology Used in the Cell
Formation of Cellular Manufacturing System

Yong-Kyun Lee*

Abstract
This study brings the attention towards the need for designing the cellular
manufacturing system(CMS) for optimal result as most of the past research work
has been focused to the clustering of machines and parts into cells and part
families. CMS is an important application of group technology(GT), a
manufacturing philosophy in which parts are formed into part families based
similar processing requirements rather than similar functional aspects and
machines are allocated into machine cells to take advantage of the similarities
among parts in manufacturing.
In this study various techniques and methodology about GT have been briefly
reviewed with their salient features. Most of the published works on GT pay very
little attention towards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activities of CMS.
<Key Words> Group Technology, Cellular Manufacturing System, Cellular Layout,
Part Family, Machin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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