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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pplies a bottleneck detection method to flow shop manufacturing system.
Manufacturing systems are constrained by one or more bottlenecks which degrades the system
throughput. Conventional bottleneck detection method includes the waiting time or queue length
of production stations and their utilization. Due to the random events such as production time
of items, machine failure and repair times, the systems may change over time, and
subsequently bottlenecks shift from one station to another station. Active period of working
station may cause the other stations to wait for productions. Informations when and where
active periods occur help to find bottlenecks in production systems. Based on these
informations, we predict bottlenecks in applying AweSim simulation language. We compare the
simulation results of conventional methods with those obtained from duration of active
period(DAP)

method.

Even though simulation results are from simple flow shop model, they

are quite promising for predicting bottlenecks of production stations. We hope this study aids
in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improving system production yield and allocation of available
resources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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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애로공정(bottleneck)이 나타날 수 있다.
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로 공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체 생산 시스템에서 특정 공정(또는 기계)의 생산성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애로공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 공정의 애로수준은
전체 공정의 생산성에 대한 특정 공정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생산이 진행함에 따라 시스템
의 애로공정은 특정 공정의 생산 특성(생산시간, 기계의 고장 발생 및 수리시간 등의 확률
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시점에서 애로공정은 지연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상공정으로 복귀하고 다른 공정이
애로공정으로 변환(shifting)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시스템은 1개의 주 애로공정
(primary bottleneck)과 애로 수준은 주 애로공정보다 낮지만 주 애로공정으로 전환될 가능
성이 높은 부 애로공정(secondly bottleneck), 그리고 비 애로공정(non-bottleneck)으로 나
누어진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 애로공정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부 애로공정의 관리도 비용-효과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생산 시스템에서 애로공정을 발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왔는데 우선 전통
적인 방법으로 서로 다른 공정의 가동률을 비교하여 가동률이 가장 높은 공정을 애로공정으
로 규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2]. 공정의 가동률이 서로 비슷한 경우 어느 공정이 애로공
정인가를 가동률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 어렵다[3].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는 공정의 대기
행렬 길이(queue length)나 공정 대기시간(waiting time)을 비교하여 이들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공정을 애로공정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시점에서 단순히 대기행
렬의 길이나 대기시간을 계산하여 애로공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행렬의
용량(capacity)이 제한적이거나 0인 경우 애로공정 발견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oger, Nakano와 Tanaka는 생산 공정의 활동 기간(duration
of active periods: DAP)을 정의하고 평균 활동기간이 가장 긴 공정(longest average of
DAP)을 애로공정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3]. 또한 이들은 생산 공정의 동적인 특
성으로 특정 시점에서 애로공정이 변환될 경우 해당 공정 기간을 Shift와 Sole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전체적으로 Shift와 Sole의 합이 가장 큰 공정을 애로공정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4]. 그리고 Senupta, Das와 VanTil은 공정을 완료하고 다른 공정으로 이동하는
이동 간 시간(inter-departure time)을 분석하여 애로공정을 발견하고 애로공정의 순위를 부
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이들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스템이 안정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거나 과도 상태(transient state)에서도 애로공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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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시스템의 애로공정을 발견하는 문제는 수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연속 생산 시스템 (serial production line)에서 생산 공정 시간이 마아코프
(Markov) 특성을 가지거나 또는 폐쇄 대기행렬 모형 등 제한적인 대기행렬 모형에서 애로
공정을 발견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6, 7, 8, 9, 10]. 한편 시뮬레이션 접근방법은 일반적
인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범용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애로공정을 평가하는 공정(기계)의 평균 가동률, 공정 대기행렬
및 대기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시뮬레이션 언어인
AweSim을 이용하여 공정의 DAP를 구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구현하고 이를 이
용하여 공정의 shift와 sole을 구하여 전통적인 애로공정 발견기법과 Roger, Nakano와
Tanaka[4]에 의해 제안된 기법의 효율성을 간단한 Flow shop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활동기간 애로공정 발견기법

1. DAP 기법
공정상의 기계는 작업대기(waiting), 작업 중(working) 또는 수리 중(in repair)이거나 블
록(blocked)상태,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이다. DAP 기법을 적용하여 애로공정을 발견하려면
어떤 기계가 언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대
부분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의 표준적인 결과물로 출력되므로 쉽게 DAP 기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우선 기계의 상태를 활동 상태(active state)와 비활동 상태(inactive state), 2개
의 그룹으로 나누어 주어야한다. 특정 기계가 작업대기 또는 블록 상태가 되면 그 기계는
비활동 상태가 된다. 비활동 상태가 아니면 기계는 활동상태가 되는데 활동 상태는 시스템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즉 활동 상태는 기계의 작업 상태와 수리 상태를 포함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보통 기계의 가동률을 자동적으로 출력하지만 기계의 활동 상
태에 대한 결과물은 출력하지 않는다. 기계는 활동 상태와 비활동 상태를 반복하는데 비활
동 상태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 활동 상태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정보는 추가로 획득하여야
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비활동 상태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연속적인 활동 기간 (DAP)은
1개의 활동기간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부품 작업 2-기계수리-부품 작업 3)를 연속적으
로 어떤 기계가 수행하였다면 3개의 연속적인 활동에서 DAP는 부품 2의 작업완료 시간에
서 부품 3의 작업 시작시간 까지가 1개의 DAP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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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기법에서 애로공정은 전체 공정 중에서 다른 공정의 비활동 상태로부터 평균적으로
가장 적게 운영 방해를 받는 공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간 순차적으
로 얻은 기계      ⋯    의 활동기간을 수집하면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기계  의  번째 DAP)


(1)

공정  의 활동기간, 즉  의 산술평균     는 이 공정의 평균 DAP가 되며 평균
DAP가 가장 큰 공정이 애로공정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   는 독립적은 아
니지만 경험적인 조사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이로부터 애로공정의 신뢰구간과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다.












DAP

DAP

작업 부품 3 기계 부품 2 작업 부품 2 기계
대기 작업 수리 작업 대기 작업 수리

작업
대기

시뮬레이션 시간

<그림 1> 기계의 활동기간(DAP)

2. 변환애로공정 기법
임의의 시점  에서 어떠한 공정도 비활동적이면 애로공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일 1개 이
상의 공정이 활동적이면 이 시점에서의 애로공정은 시간  까지 활동기간(DAP)이 가장 긴
공정, 즉 LDAP(Longest DAP)를 가지는 공정이 될 것이다. 이 때 애로공정의 LDAP는 현
재 시점에서의 애로공정 기간이 된다. 애로공정은 생산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변환(shifting)
되므로 현재의 애로공정 직전과 직후에 어떠한 애로공정이 나타나는 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
다. 직전 애로공정은 현재의 애로공정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LDAP를 가지는 공정이 된
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애로공정이 끝난 후 바로 다음 발생하는 애로공정도 LDAP를 가지
는 공정이 된다. 직전 애로공정으로부터 현재의 애로공정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직전 애로공
정과 현재 애로공정 사이에는 중복(overlap)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
재의 애로공정과 바로 다음 애로공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애로공정이 중복
되는 기간에는 단독애로공정(sole bottleneck)이 없으며 대신 애로공정이 변환하는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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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만일 애로공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애로공정은 현 시점에서 유일한 단독애로공
정이 된다. 현재의 애로공정 기간과 중복하여 다른 공정이 활동적이지 않으면 변환애로공정
(shift bottleneck)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의의 시점에서 모든 공정들은 비
애로공정(non-bottleneck), 변환애로공정, 단독애로공정으로 분류된다. DAP를 추적하면 애로
공정이 시작 시점과 변환하는 시점, 그리고 종료 시점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단독애로공
정 기간(duration of sole bottleneck)과 변환애로공정 기간 (duration of shift bottleneck)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는 2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기간(active
period: AP)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  에서 두 공정은 모두 활동 중인데 공정 1
의 AP가 공정 2의 AP보다 길어 공정 1이 애로공정이다. 공정 1의 종료 시점에서 보면 공
정 2는 이미 활동 중이며 LAP(longest active period)공정이 된다. 따라서 다음 애로공정은
공정 2가 되며 애로공정 1과 다음 애로공정 2가 중복되는 기간은 변환 애로공정 기간이 된
다. 이와 유사하게 공정 2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애로공정은 2에서 1로 이동하며 애로공정 2
와 1이 중복되는 기간은 변환애로공정 기간이 된다. 시스템 시뮬레이션 도중에 공정들의
AP로부터 언제 어떤 공정이 LAP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면 단독애로공정 기간과 변환애로공
정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공정1
공정2

t
AP
shift
Sole

시간

<그림 2> 애로공정의 변환
일정한 기간 동안 얻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각 공정의 단독 및 변환 애로공정 기간
을 누적하여 전체 공정기간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면 그림 3과 같은 최종 결과를 얻게
된다.
단독과 변환 애로공정 기간이 길수록 그 공정은 시스템의 전체 생산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림 3에서 공정 1의 단독 애로공정 기간이 공정 2에 비하여 길고 변환 애로공정 기
간은 같아서 공정 1이 전체적으로 애로공정이 된다. 따라서 공정 1의 생산성 개선이 공정 2
의 개선에 비하여 전체 시스템의 생산성 개선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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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shift

<그림 3> 단독 및 변환 애로공정의 비율(%)
III.

시뮬레이션 실험

1. 시뮬레이션 모형
<그림 4>는 4대의 기계 M1, M2, M3, M4로 구성된 Flow Shop에서 Entity의 생산 공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ntity의 시스템 도착과정은 도착 간 시간이 평균 5인 지수분포를
따르며 4대 기계의 공정시간은 모두 지수분포를 따르고 평균 공정시간(mean processing
time: MPT)은 <표 1>과 같다. 도착 Entity는 공정 M1, M2, M3, M4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생산된다. 생산 도중에 기계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장 발생과 고장 수리시간은 모두
지수분포를 따르며 각 기계의 고장 간 평균시간(mean time between failures: MTBF)과 평
균 수리시간(mean time to repair: MTTR)은 표 1과 같다. 생산 도중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
면 기계 수리 후 잔여 공정시간만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In

M1



M2



M3



M4

Out

<그림 4> Flow shop의 기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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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M1
M2
M3
M4

MPT
2.5
4.0
2.5
4.0

MTBF
500
400
400
500

MTTR
10
10
10
10

<표 1> 기계의 고장 간 평균시간 및 평균 수리시간

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언어 AweSim을 이용하여 10,000 단위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런을 수행하였으
며 초기 실행 편의를 없애주기 위해 warm-up 기간은 1,000 단위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특정
기계가 공정을 끝내면 AP를 계산하고 그 공정이 LAP인지를 조사한 다음 LAP이면 단독애
로공정 기간과 변환애로공정 기간을 계산한다. 그 공정이 LAP가 아니면 Entity는 다음 공
정으로 이동한다. <표 2>는 공정별 평균 대기시간 및 평균 대기행렬 길이와 공정 이용률
(utilization of resource)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공정의 평균
AP, 단독 및 변환 애로공정 기간과 두 기간의 합을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
체 시뮬레이션 기간에 대한 애로공정 기간의 백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Lawrence와
Buss는 각 기계의 애로공정 확률(bottleneck probability)을 이용하여 식 (2)의 애로공정
변환 측도(bottleneck shiftiness measure)  을 개발하고 전체 공정의 애로수준을 평가하였
다[1]. 측도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우면 전체 공정이 비슷한 애로수준이
고 0에 가까우면 공정간 애로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기서  는 애로공정 확률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이며  은 시스템에서 공
정의 수이다. 위 식에서    인 경우는  가 0인 경우로 모든 공정의 애로공정 확률이 모
두 같을 때이다. 단독 및 변환 애로공정 기간과 애로공정 기간 합에 대한 측도  의 값은
표 3의 마지막 행에 나타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정 2가 주 애로공정이며 공정 4가
부 애로공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 2는 평균 대
기시간과 대기행렬의 평균길이가 가장 길며 공정의 이용률 또한 0.80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공정 4도 이러한 특성치가 공정 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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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평균 AP를 살펴보면 공정 2의 평균 활동기간이 21.759로 가장 높고 공정 4는
17.622로 공정 2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 2와 4의 단독 애로공정 수준은 1/3
이상이며 변환 애로공정 수준도 거의 1/3에 가깝게 나타난다. 전체 애로공정 수준에서는 대
강 공정 2와 4가 2/3 정도로 공정 1과 3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뮬레이션 모
형에서 공정 2와 4의 평균 공정시간이 4로 공정 1과 3의 2.5보다 길어 모형의 특성상 시뮬
레이션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애로공정을 예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애로공정을
발견하는 기법들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표 3>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공정(기 계)
M1
M2
M3
M4

평균 대기시간
2.103
19.924
2.795
14.130

대기행렬 평균길이
0.423
3.398
0.561
2.843

이용률
0.485
0.806
0.495
0.772

<표 2> 공정별 평균 대기시간 및 대기행렬 길이와 이용률

공정
(기 계)

평균 AP

M1

5.031

M2

21.759

M3

5.141

M4

17.622

애로공정변환측도 

단독
애로공정기간
(백분율:%)
445.6
(4.9)
3365.1
(37.4)
353.8
(35.6)
3207.8
(35.6)
0.907

변환
애로공정기간
(백분율:%)
496.0
(5.5)
2809.9
(31.2)
667.5
(31.1)
2795.4
(31.1)
0.775

전체
애로공정기간
(백분율:%)
941.6
(10.4)
6175.0
(68.6)
1021.3
(11.3)
6003.2
(66.7)
0.835

<표 3> 공정별 평균 AP와 애로공정 기간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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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sole

0

shift
공정1

공정 2

공정 3

공정 4

<그림 5> 단독 및 변환 애로공정의 비율(%)

3. 애로공정의 개선
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 애로공정인 공정 2와 부 애로공정인 4의 생산
성을 향상시켜 공정 1과 3의 공정 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
2와 4의 평균 공정시간을 각각 2.5로 하여 <그림 4>의 Flow shop 기계 배치모형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와 <표 5>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공정의 평균
AP가 5를 중심으로 0.3 이내의 편차를 보이며 단독애로공정은 평균적으로 12.2% 정도이며
변환애로공정의 비율은 7.25%, 전체 애로공정은 19.45%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애로공
정 변환 측도  는 전체적으로 0.996으로 공정 1과 3의 평균 공정 시간 2.5인 경우보다 0.19
정도 높게 나타나 애로 공정 수준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의 전
통적인 애로 공정 판별 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애로공정 발견에 DAP 기법
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기 계)
M1
M2
M3
M4

평균 대기시간
2.366
2.570
2.555
2.623

대기행렬 평균길이
0.473
0.513
0.509
0.523

이용률
0.490
0.495
0.486
0.490

<표 4> 공정별 평균 대기시간 및 대기행렬 길이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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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 계)

평균 AP

M1

4.955

M2

5.314

M3

5.032

M4

5.157

애로공정변환측도 

단독
애로공정기간
(백분율:%)
1020.5
(4.9)
1126.0
(12.5)
1073.5
(11.9)
1179.2
(13.1)
0.966

변환
애로공정기간
(백분율:%)
700.3
(7.8)
647.1
(7.2)
676.3
(7.5)
580.7
(6.5)
0.943

전체
애로공정기간
(백분율:%)
1720.8
(19.7)
1773.1
(19.7)
1749.0
(19.4)
1759.9
(19.6)
0.996

<표 5> 공정별 평균 AP와 애로공정 기간과 비율
IV.

결론 및 토의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형태의 생산 시스템에 적용되어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AP와
DAP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임의의 시점에서 애로공정을 판단하는 논리를
AweSim 시뮬레이션 패키지에서 구현하였다. 어떤 공정이 애로공정인가를 판별하여 애로공
정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의 분배‐배치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DAP 기법은 애
로공정을 발견하는 다른 기법에 비해 장점이 있다. 공정의 대기시간이나 대기행렬, 또는 공
정의 이용률과 같은 전통적인 애로공정 발견 기준은 공정 간의 버퍼 크기(buffer size) 또는
대기행렬의 크기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DAP 기법은 이러한
제약조건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의 이용률은 공정 순서와 관계없이 전체 생
산 기간에 대한 공정의 활동 기간만을 계산함으로써 애로공정 발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Flow shop 생산 시스템에서 처음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 공정 능력 이상으
로 많이 공급되면 그 공정은 이용률이 100%가 되지만 애로공정이 아닐 수 있다. Lawrence
와 Buss[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행렬의 길이는 AP보다 일정 기간 동안 변동하는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짧은 기간 동안 대기행렬의 길이가 가장 긴 공정을 애로공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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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경우 애로공정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여 공정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수리적인 모형은 공정 과정과 공정시간이 특수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간단한 Flow Shop 모형을 대상으로 DAP 기법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DAP 기법은 기존의 애로공정 판별 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공정 간에 제한적인 버퍼가 있거나, Entity의 불록킹(blocking) 제
약이 있는 대기행렬모형, AVG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여 DAP 기
법의 적용성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애로공정을 추적하는데 AP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애로공정을 변환하여 생산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인 시스템 성과를 개선하는데 의사
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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