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장

총괄생산·대일정·개별일정 계획

1. 총괄생산계획 (총괄일정계획) / 6-02

2. 대일정계획 (주일정계획, MPS) / 6-12

3. 개별일정계획 (세부일정계획) / 6-13

4. 기출·예상 문제 및 착안점 / 6-36

제6장 총괄생산·대일정·개별일정 계획 / 6-01



1. 총괄생산계획 (총괄일정계획)

1.1 총괄생산계획의 본질 [기지1회]

(1) 총괄생산계획의 의의 [기지2회]

(가) 의의

① 총괄생산계획은 6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따른 생산목표를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수준, 재고수준, 생산능력 및 하청 등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임.

② 이를 통해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생산해야 할 제품 수량과 생산의 시간적 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

(나) 구성요소 [기지1회]

① 목표 → 예측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중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생산설비의 능력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립되어야 함.

② 고려요소(Input) → 생산율(조업도 : 잔업과 유휴시간), 하청, 고용수준(고용, 해고 등),

재고수준(또는 추후납품) 등

③ 결과(Output) → 생산수량계획, 품종계획, 일정계획 수립의 토대인 총괄생산계획이 산출

(다) 총괄생산계획의 수립과정 [기지1회]

▶(단계 1) 제품군의 형성 → 제품군은 공통의 공정처리 과정, 인력 및 자재소요를 갖는 제

품끼리 군을 형성시킴.

▶(단계 2) 총괄수요의 예측 → 제품군이 형성되면 계획대상기간의 각 기간별로 총괄단위를

이용하여 각 제품군의 총괄수요를 예측함.

▶(단계 3) 시설이용의 평준화 → 생산시설이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이용되도록 계절성 수

요의 변동폭 조절.

① 가격 조정, ②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방법, ③ 수요형태를 바꾸는

방법

▶(단계 4) 생산방안의 개발 →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방안 개발.

▶(단계 5) 최적 생산전략의 선정 → 생산방안들 중에서 개발에 관련된 비용이 최소인 생산

전략 선정.

(2) 총괄생산계획 전략과 의사결정대안 [공기2회]

(가) 총괄생산계획 전략의 유형

(a) 순수전략 (Pure Strategy) [기지1회]

* 생산방안의 개발시 고려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하나의 변수만을 사용하여 수요 변동을

흡수하는 전략. → ① 추종전략, ② 평준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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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혼합전략 (Mixed Strategy)

*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전략.

(나) 총괄생산계획 전략 [공기2회] [경지1회] [기지3회]

(a) 추종전략 (Chase Strategy)

* 계획대상기간 동안의 수요변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율이나 고용수준의 조정 전략.

▶ 특징 → 예상재고나 단축근무가 사용되지 않음.

반면에 고용, 해고, 초과근무, 하청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

▶ 장점 → 수요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고와 주문적체를 줄일 수 있음.

▶ 단점 → 모든 계획대상 기간마다 작업자 수의 증감에 따른 비용발생과 종업원 사기

저하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및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b) 평준화전략 (Level Strategy)

* 계획대상기간 동안에 생산율이나 고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

* 고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생산율의 증감은 잔업이나 단축근무 이용으로

조정.

* 생산율과 고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수요변동은 재고의 증감을 통해 대응.

* 수요를 즉시 만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주문적체나 하청을 이용할 수 있음.

▶ 장점 → 평준화된 생산율과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함시킴으로써 수요를 만족.

▶ 단점→ 재고투자, 단축근무, 잔업 및 주문적체 등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를 초래.

(c) 혼합전략

* 추종전략과 평준화전략의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생산방안의 개발시 고려하는 고용

수준, 작업시간, 재고수준, 주문적체 및 하청 등의 변수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수요변동을 흡수하는 전략.

* 생산관리자는 총괄계획의 전략 중에서 최소비용으로 총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

선택.

(다) 고려해야 할 관련비용 [공기3회] [기지3회]

① 정규시간비용, ② 잔업비용, ③ 고용비용, ④ 해고비용, ⑤ 재고유지비용

⑥ 재고부족비용, ⑦ 하청비용

(라) 기업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총괄생산계획에의 두 가지 의사결정대안

① 반응적 대안 (reactive alternatives)

㉠ 반응적 대안은 수요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고용수준, 초과근무, 단축근무, 휴가, 예상재고, 하청, 추후납품, 미납주문, 재고고갈

등을 이용함.

㉢ 반응적 대안은 주로 생산관리자가 담당함.

㉣ 단축근무와 추후납품은 주로 공정중심적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며, 미납주문과

재고고갈은 제품중심적 기업에서 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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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격적 대안 (aggressive alternatives)

㉠ 공격적 대안은 수요를 조절하여 자원의 소요를 조절하려는 것임.

㉡ 비슷한 자원을 이용하는 보완재를 생산하거나, 창조적인 가격결정 등을 이용함.

㉢ 공격적 대안은 주로 마케팅관리자가 담당함.

1.2 총괄생산계획 기법 [기지1회]

* 총괄생산계획 기법에는 도시적 방법, 수송계획법, 선형계획법, 선형의사결정법(LDR), 발견

적 의사결정법, 탐색의사결정법(SDR), 메기의 수정된 반응모델, 계산표를 활용한 총괄계획

등이 있음.

1.2.1 도시적(圖示的) 방법 [기지1회] [공기1회]

* 이 방법은 주로 생산품목수가 적거나 생산공정이 간단한 경우에 적합하며, 수요를 예측한

후 이 수요예측량을 토대로 누적소요생산량을 추정하고 생산량 및 재고수준을 감안하여

수요에 적응해 나가는 생산계획을 모색하는 기법.

* 목적은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총비용은 정규작업비, 잔업에 따른 생산비, 고용수준의 증감

에 따른 생산수준 변동비, 재고유지비, 하청비용 등의 합이 됨.

예제 01 도시적 방법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운영사례

* 어느 회사의 1~6월의 판매예측량에 따른 소요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표 1] 판매수요예측에 의한 소요생산량 (단위 : 개)

월

요소
1 2 3 4 5 6

기초재고

수요량

누적수요량

안전(기말)재고

400

1,800

1,800

450

450

1,500

3,300

375

375

1,100

4,400

275

275

900

5,300

225

225

1,100

6,400

275

275

1,700

8,100

425

소요생산량

누적소요생산량

1,850

1,850

1,425

3,275

1,000

4,275

850

5,125

1,150

6,275

1,850

8,125

생산일수

누적생산일수

22

22

19

41

21

62

21

83

22

105

20

125

* 소요생산량 = 수요량 + 안전재고량 - 기초재고

(대안)

제1계획안 : 고용수준을 증감시켜서 수요량에 정확히 맞는 양을 생산하는 전략

제2계획안 : 고용수준을 미래 6개월간의 평균수요량에 맞게 고정시키고, 수요변동은 재고수준

으로 조정하는 전략.

(8,125개×5시간/개)÷(125일×8시간/일) = 41인으로 고용자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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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계획안 : 고용수준을 최소인 (4월분)수요량에 맞추어 앞으로 6개월간 고정시키고, 이 이상

의 수요 변동분은 하청계약을 맺어 타인에게 생산의뢰하는 전략.

(850개×6개월×5시간/개)÷(125일×8시간/일) = 25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생산계획에 따른 제 비용)

① 제조비 : 단위당 100,000원 ② 재고관리비 : 월간 단위당 1,500원

③ 정규작업입금: 1인당 시간당 4,000원 ④ 잔업임금: 시간당 6000원(정규임금의 50% 가산)

⑤ 재고부족비용 : 월간 단위당 5,000원 ⑥ 하청에 따른 부가비용 : 단위당 2,000원

⑦ 고용 및 훈련비용 : 1인당 200,000원 ⑧ 해고비용 : 1인당 250,000원

⑨ 단위당 작업소요시간 : 5시간

재고부족

하청

제3안

제1안

재고

제2안누
적
소
요
생
산
량

누계생산일수

하청

[그림 1] 전략 대안별 생산계획

80

60

40

일

일

생

산

량 하

청

제2안

제1안

하

청

하

청
제3안

20 40 60 80 100 120 누계생산일수
0

[그림 2] 전략 대안별 1일 소요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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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가지 대안전략에 따른 계획안의 비용산정

(1안) (단위금액 : 천원)

월

소요

생산량

①

생산소요

시간 ②=

①×5시간

1인당 월간작

업시간 ③=

일수×8시간

소요

작업자수

④=②÷③

고용

인원수

⑤

고용비

⑥=⑤×

200원

해고

인원수

⑦

해고비용

⑧=⑦×

250원

1

2

3

4

5

6

1,850

1,425

1,000

850

1,150

1,850

9,250

7,125

5,000

4,250

5,750

9,250

176

152

168

168

176

160

53

47

30

25

33

58

0

0

0

8

25

0

0

0

1,600

5,000

6

17

5

0

0

1,500

4,250

1.250

0

0

6,600 7,000

(2안) (단위금액 : 천원)

월

누적소요

생산량

①

생산가능

시간 ②

=일×8시간

×41인

생산량 ③

=②÷5시간

누적

생산량

④

재고

부족량 ⑤

=①-④

재고

부족비용⑥

=⑤×5원

재고

초과량⑦

=④-①

재고비용⑧

=⑦×1.5원

1

2

3

4

5

6

1,850

3,275

4,275

5,125

6,275

8,125

7,216

6,232

6,888

6,888

7,216

6,560

1,443

1,247

1,378

1,378

1,443

1,312

1,443

2,690

4,068

5,446

6,889

8,201

407

585

207

2,035

2,925

1,035

321

614

76

482

921

114

5,995 1,517

(3안) (단위금액 : 천원)

월
소요생산량

①

생산가능시간

②=일×8시간×25인

생산량

③=②÷5시간

하청량

④=①-③

하청비용

⑤=④×2

1

2

3

4

5

6

1,850

1,425

1,000

850

1,150

1,850

4,400

3,800

4,200

4,200

4,400

4,000

880

760

840

840

880

800

970

665

160

10

270

1,050

1,940

1,330

320

20

540

2,100

6,250

[표 3] 전략별 비용 대비표

항목 제1안 제2안 제3안

고용비용

해고비용

6,600

7,000

0

0

0

0

초과재고비용

재고부족비용

0

0

1,517

5,995

0

0

하청비용 0 0 6,250

계 13,600 7,512 6,250(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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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선형의사결정법(LDR)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1) 의의

* 홀트, 모딜리아니, 무스, 사이몬에 의해 개발·정립된 총괄생산계획 기법임.

* 선형의사결정법(LDR)은 생산계획기간에 걸쳐 최적생산율 및 작업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결정 rule 및 선형방정식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임.

(2) 모형의 도출

(가) 4가지 비용 요소

* 총괄생산계획 문제에 대한 2차형 수리계획 접근법으로서, 주로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응

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법임.

* 총비용은 정규급료, 고용 및 해고비용, 특근비용, 재고유지보관비용 4개의 합으로 구성됨.

C C W C W W C P C W C P C W C I C C St t t t t t t t t t         1 2 1
2

3 4
2

5 6 7 8 9
2( ) ( ) ( )

정규급료 고용 및 해고비용 특근비용 재고유지 보관비용

여기서, Ci : 비용계수, Wt : t기의 노동력 크기(작업자수)

Pt : t기의 생산율, I t : t기의 순재고량(재고량-미납품주문량)

St : t기의 판매예측

제약조건 : I P S It t t t   1 (단, t = 1, 2,…, N )

(나) 특징

* 총괄생산계획의 목적은 총비용함수의 최소화에 있으므로 Ct 식을 생산율 Pt와 작업자수

Wt에 의해 각각 미분하면 2개의 선형결정모형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다가올 계획

기간(수요예측기간)의 최적생산율과 작업자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이 총비용함수인 2차 비용함수로부터 2개의 선형결정 모형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선형결정모형이라고 함.

(3) 장단점

(가) 장점

* Pt와 Wt에 대한 2개의 모형이 결정되면 총괄생산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나) 단점

① 비용함수가 2차 함수로 추정되므로 실제 적용시 제약점이 있음.

② 관계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③ 작업자수, 잔업, 재고 등의 변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Pt와 Wt 가 (-)가 될 수 있음.

* 단점 보완을 위해 HDR이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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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발견적 의사결정법(HDR)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공기1회]

* 휴리스틱기법(heuristic technique) 또는 자기발견적기법이라고도 함.

* 이는 인간사고의 기능을 통해 경험을 살려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점차로 해에 접근

해 가는 방법.

* 발견적 의사결정법으로는 경영계수이론, 매개변수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등이 있음.

* 매개변수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모형을 모수생산계획 모형이라고도 함.

(1) 경영계수이론

(가) 의의

* Bowman이 경영계수이론을 개발함.

* 경영계수이론이란 경영자가 환경에 민감하다는 가정 하에 경영자가 행한 과거의 실제

결정자료를 통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율 및 작업자 수를 결정하는 모형의 각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 즉 경영계수를 결정함으로써, 최적에 가까운 총괄생산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기법이 됨.

* 여기서 설명변수의 선택이 중요하여, 경영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선택

하였을 때 그 상관관계가 크면 좋은 예측모형이 될 수 있음.

(나) 장점

① 경영자의 무의식적인 의사결정규칙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점.

② 경영의사결정 모형 및 과정에 참신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점.

③ 경영자와 의사결정 규칙사이에 피드백(환류)가 가능한 점.

④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사결정규칙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

⑤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2) 매개변수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 Jones가 개발한 기법.

* 기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구조, 작업자수, 생산율, 재고수준 등과 수요예측량으로

부터 논리적으로 결정규칙을 구조화하고, 그 결정규칙의 매개변수의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최소생산비용을 실현시켜 주는 매개변수의 집합을 선택하고, 이에 의하여 생산율( Pt )와

작업자 수(Wt )를 결정하고자 하는 기법.

1.2.6 탐색의사결정법(SDR)에 의한 총괄생산계획

(1) 의의

* 총괄적 생산계획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기 위해 W. H. Taubert에 의해 개발된

탐색의사결정법(Search Decision Rule : SDR)이 됨.

*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기간의 노동력과 생산율의 조합 중 최선의 것을 탐색하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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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R의 장단점

(가) 장점

① 수학적 선형 또는 2차 비용함수 모형과 같은 제한된 가정을 두지 않아 실제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음.

② 이미 최적화된 비총괄적 계획의 결정을 이용할 수 있음.

③ SDR이 최소비용의 해에 접근하는 동안 설비의 민감도 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는 점.

(나) 단점

* 비최적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1.2.7 메기(Magee)의 수정된 반응모델

* 수정된 반응모델은 갑작스런 수요의 변동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제한시킴으로써, 생산능력

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모형이 됨.

[도표 2] 수정된 반응 모델

생산예측

(생산계획

또는 예정)

재고불일치
수요

(현재 수요)

고객재고생산

생산명령

(실생산주문량 만큼만) 주문

(재고 중 주문량)

 

* 이 모델은 원래의 계획 또는 예정량과 현재수요량 및 재고수준의 차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실 생산주문량을 결정하게 됨.

* 수정된 반응모델에서는 통제수(k)가 이용됨.

* k=0 → 수요변동에 무반응, k=1.0 수요변동에 100% 반응을 의미.

* 모델에 대한 수리적 표현으로는

생산수준 = 계획 또는 예정 생산량 + k(△수요 + △재고 +△배달)

* 단순화하면

생산수준 = 계획 또는 예정 생산량 + k(△D) (01)

예제 02 메기(Magee)의 수정된 반응모델 사례

* 예상수요와 실제수요가 다음 표와 같다. 단, 통제수 k = 0.806

월 예상수요 (개) 실제수요 (개)

4

5

6

7

12,000

16,000

14,000

10,000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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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실제수요(재고와 변화를 포함한)가 4월에 11,500개이면, 6月에 계획되어야 하는 수정된

생산량은?

해설

* 생산수준 = 예상생산량 + k(△D)

= 14,000 + 0.8(실제수요-계획수요)

= 14,000 + 0.8(11,500-12,000) = 14,000+0.8(-500)

= 13,600개

2. 대일정계획 (주일정계획, MPS) [공기3회] [기지1회]

2.1 대일정계획의 의의

* 대일정계획은 주(主)일정계획 또는 기준생산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 MPS)이라

고도 불림.

* 대일정계획은 수주로부터 출하까지의 일정을 다루며,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기

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품에 대한 생산시기와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수립하는 생산

계획임. 그러나 그 자체가 생산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함.

* 현장에서 생산계획이 적용되기 위해 총괄생산계획에서 결정된 총괄적 단위는 실제 생산되어

야 할 제품단위로 변환되어야 함.

이를 “총괄생산계획의 분해”라 하는데, 이 분해 결과를 주(主)일정계획 또는 기준생산계획

(Master Production Schedule : MPS)이라고 함.

* MPS는 MRP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됨.

* 대일정계획은 생산의 시발점이므로 알맞은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준비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2.2 대일정계획 수립시 유의할 점

① 총괄생산계획을 토대로 하여 수립.

② 완제품의 납기와 부품의 조달기간 고려.

③ 상황의 변화(수요예측의 수정, 신규주문의 발생, 기존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 작업지연 등)

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정.

④ 서비스업에서 주일정계획 수립은 시장수요예측에서 시작됨.

⑤ 유의할 점 : 전체 수요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수요의 변동을 흡수시키도록 함.

2.3 대일정계획의 기본전략 [공기2회]

(1) 기본전략의 유형

① 재고생산 전략 (MTS ; make to stock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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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문조립 전략 (ATO ; assemble to order strategy)

③ 주문생산 전략 (MTO ; make to order strategy)

(2) 대일정계획의 전략

(가) 재고생산 전략 (MTS)

① 고객인도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완제품을 재고로 보유하는 전략.

② 제품중심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략.

③ 다양한 원자재로부터 적은 종류의 완제품이 생산됨.

(나) 주문조립 전략 (ATO)

① 표준부품과 중간조립품으로부터 고객주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략.

② 다양한 원자재로부터 적은 종류의 중간조립품이 생산되며, 이러한 중간조립품으로부터

다양한 완제품을 생산.

(다) 주문생산 전략 (MTO)

① 공정중심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략.

② 생산부문은 고객요구 명세서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높은 수준의 고객화를 제공.

③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원자재와 구매부품으로부터 다양한 완제품, 중간조립품, 부품들을

생산.

3. 개별일정계획 (세부일정계획)

3.1 개별생산시스템의 특징

* 개별생산시스템은 제품의 품질, 수량, 납기, 가격 등이 수주시점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문들이 여러 작업장에서 상이한 가공방법과 순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정계획이 복잡함.

[도표 3] 개별생산시스템 일정 계획시 주요 고려 요소

단계 고려 사항 형태

요소 1 주문에 대한 일정계획 수립 형태 동적방식, 정적방식

요소 2 작업장의 기계의 수와 다양성

요소 3 작업장의 기계와 작업자의 비율 기계통제적 시스템, 작업자통제적 시스템

요소 4 작업장에서의 작업의 흐름 패턴 흐름경로형, 임의경로형

요소 5 작업을 배정하는 우선순위 규칙
선착순 규칙, 최소납기우선 규칙, 최소여유

시간우선 규칙, 긴급률 규칙 등

요소 6 일정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척도
총생산시간, 기계이용률, 시스템내 평균대

기작업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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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의 도착과 처리방식

*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주문을 일정기간마다 모아서 배치(batch)로 처리하는 정적 방식(S방

식 : static pattern)과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처리하는 동적 방식(D방식 : dynamic

pattern)이 있음.

(2) 작업자의 수

* 작업자의 수는 작업배정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침.

① 기계통제적 시스템(machine limited system) → 작업자 > 기계

② 작업자통제적 시스템(labor limited system) → 작업자 < 기계

(3) 개별일정계획의 의의

* 개별생산일정계획이라 함은 총괄생산계획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후자가 시스템의 “생산

능력”과 생산의 “필요요건”을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인

데 반해, 전자는 제품별로 수요나 주문량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미시적” 방법에 의한 일정계획임을 뜻함.

(4) 생산형태와 일정계획과의 관계

* 생산형태에 따른 일정계획 수립은 큰 차이가 남.

① 계속생산형태는 작업의 종류, 공정절차, 작업순위, 기계할당 등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루며, 재고생산형태 또는 계획생산형태에 밀접함.

② 단속생산형태는 주문과 제품마다 상이한 생산형태로서 수주생산형태에 밀접함.

3.2 일정계획의 도시적(圖示的) 방법

3.2.1 간트 도표 (Gantt Chart)

(1) 의의

* H. L. Gantt가 개발함.

* 시간의 차원에서 생산할 량을 작업별, 작업자별, 기계별 등의 관점에서 작업순위와 할당

결과를 나타내어(계획), 이들을 실적(결과)과 비교하여 통제할 수 있게 한 기법임.

(2) 장단점

* 장점 : ① 작업의 계획 대비 실적 파악이 용이

② 작업의 지체요인 파악으로 일정조정 가능

③ 작업자별 등의 작업성과 파악 용이

④ 관련 활동(생산기록, 재고관리, 원가통제 등)에 활용

* 단점 : ① 복잡한 작업내용인 경우는 막대한 노력, 인력이 필요

② 변동에 대한 신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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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정계획의 확률적 분석이 불가능

④ 작업간의 상호관련성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없음.

→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PERT/CPM과 같은 총괄적이고 동태적 기법이 개발됨.

(3) 간트 도표의 일반적 원리 [기지1회]

[도표 4] 간트(Gantt) 도표 사례

월 화 수 목 금

75 100 150 180 75

100

225

125

375

150

525

150

675

150

1일계획

(구간계획)
누계계획 누계실적선

1일실적 및 실적선

(기호설명)

작업개시시점 작업완료시점

예정생산기간 완료작업량

과거지연보충시간 A423은 작업번호

어떤 특정일로서의

검토일자
H는 지연이유H

A423

(4) 간트 도표의 종류

(가) 기계작업기록도표 (Machine Record Chart)

* 기계별 작업의 계획대비 실적을 기록한 도표로서, 미달원인을 기입관리하는 것이 특징.

E

미달원인 → E : 준비(set-up)대기 P : 정전(lack of power)

M : 자재부족 D : 명령대기 R : 수리

H : 인력부족 T : 공구부족 V : 공휴일

(나) 작업자기록도표 (Man Record Chart)

* 작업자의 작업상황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을 기록한 도표.

* 표준시간 설정자료 산출 가능.

* 미달원인 기재로 작업진척관리 가능

제6장 총괄생산·대일정·개별일정 계획 / 6-15



미달원인 → A : 결근(Absent) V : 휴일 R : 정비수리(Repair)

G : 미숙련공(Green Worker) T : 공구상의 문제

M : 자재상의 문제

(다) 작업할당도표 (Work Layout Chart)

* 어느 특정시점의 각 작업의 할당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도표.

[도표 5] 작업할당도표에 이용되는 기호

지시된 총작업생산 실제작업량

A423

H

(라) 기계부하도표 (Load Chart)

* 기계별로 해야 할 작업의 양과 시간을 부하시킨 도표.

(마) 작업진도도표 (Work Progress Chart)

* 어떤 특정 주문의 생산계획을 작업공정 순서별로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진척상황을 나타

낸 도표.

[도표 6] 작업진도도표

작업내용
2012년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공정절차계획

일정계획

설계

3.2.2 기타 도시기법

* SPERT(Simplified PERT), Gantt-CPM chart, 일정계획 및 작업배분판 등

3.3 부하할당

(1) 부하할당 종류

① 부하할당은 일정계획의 대상기간 동안 어느 작업장에 얼마만큼의 작업량을 할당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임.

② 부하할당에서는 상세한 작업순서는 결정하지 않고, 단지 어느 주문작업(job)이 어느 작업

장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

③ 부하할당의 목표는 각 작업장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각 작업장마다 부하가 균일하고, 각

기간별로 부하가 균일하도록 할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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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부하할당 방법

부하할당 방법

도표법

수리적 방법

OPT(Optimized Production Technology)

간트부하도(Gantt load chart)

기계부하표(machine load chart)

전진부하할당, 후진부하할당

선형계획법

할당법

지수법

(2) 부하할당 방법 [공기1회]

(가) 간트부하도 (Gantt Load Chart)

① 간트도(Gantt chart)는 미국의 간트(Gantt)에 의해 창안되어 일정 계획 및 통제의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부하할당에 쓰이는 간트도를 간트부하도

(Gantt load chart)라고 함.

[도표 8] 간트부하도

제품

작업장
TV 라디오 세탁기 계

주물 5 15 10 30

선반 11 8 - 19

조립 7 6 12 25

페인트 - - 10 10

작업장
누적부하 (작업일)

5 10 15 20 25 30 35

주물

선반

조립

페인트

TV 라디오 세탁기

TV 라디오

TV 라디오 세탁기

세탁기

5 20 30

11 15

7 13 25

10

작업장 및 작업소요시간

② 장점 → 간트부하도는 각 작업장의 부하량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음.

③ 단점 → 간트부하도는 정적 방식이라는 문제가 있음. 즉, 새로운 작업추가나 시간추정치

변동에 대처가 어려우므로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함.

(나) 기계부하표 (Machine Load Chart)

* 기계부하표(machine load chart)는 기계의 종류별 능력과 부하상태를 일별로 나타내어,

능력과 부하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낸 도표임.

(다) 전진부하할당과 후진부하할당 [경지1회]

(a) 전진부하할당 (Forward Loading)

① 현재일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상 앞으로 작업을 할당해 나가는 방법.

② 무한생산능력 또는 유한생산능력을 가정하고 각 주문의 처리시간을 각 작업장에 누적

시켜 나가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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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경우 필요하다면 납기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

④ 전진부하할당의 목적은 각 주문의 대강의 완료일과, 무한능력을 가정하는 경우 매기간

필요한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음.

(b) 후진부하할당 (Backward Loading)

① 각 주문의 납기일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상 거꾸로 각 주문의 처리시간을 각 작업장에 할

당해 나가는 방법임.

② 이 경우 필요하다면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도 있게 됨.

③ 후진부하할당의 목적은 각 작업장마다 매기간 필요한 생산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음.

④ 그 결과 작업장 간의 생산능력의 재할당이나 총괄계획의 수정을 통한 생산능력의 증대

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라) OPT (Optimized Production Technology) [공기1회]

① OPT(optimized production technology)는 개별생산의 일정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임.

② 유한부하를 전제로 한 공수계획에 의해서 애로공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법임

(a) OPT와 제약(制約)이론(TOC)

① OPT의 근본은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 : TOC)과 ‘제약자원관리’(constraints

management)에서 바탕을 두고 있음.

② 제약(constraints)이란 조직의 개선능력을 제약하는 모든 것을 말함.

㉠ 물적 자원으로는 기계능력, 자원의 유용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관념적 자원으로는 방침, 절차, 태도 등을 꼽을 수 있음.

③ 제약이론은 다음 3가지의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다단계 생산시스템의 단계별 생산능력은 동일하지 않음.

㉡ 생산시스템의 변동과 무작위성은 생산능력과 생산효율을 떨어뜨림.

㉢ 전통적 생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절차는 능력의 불균형과 생산변동을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킴.

④ 제약자원관리의 주요목표는 동시생산을 통한 지속적 개선 과정을 수립하는 것임.

(b) OPT의 원칙

* 애로공정을 파악한 후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애로공정과 비애로공정을 동시에 이

용하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고, 다음의 OPT 원칙들이 있음.

① 공정의 능력보다는 흐름을 균형시킨다.

→ 라인밸런싱에서 처럼 공정의 능력을 균형시키는 것보다는 작업이나 물품의 흐름을

동시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② 비애로공정의 이용률은 시스템 내의 다른 제약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 비애로공정(non-bottleneck)에서 가공되는 물품이 애로공정에서 가공되는 물품과

함께 조립된다면 결국 애로공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③ 자원의 이용률(utilization)과 활성화(activation)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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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이용률(활용도)은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making what is needed)과 관계

되고, 활성화는 생산자원이 바쁘게 돌아가도록 부품을 만드는 것(making parts to

keep the resources busy)에 관계된다.

④ 애로공정의 한 시간 손실은 전체 시스템의 한 시간 손실이 된다.

→ 애로공정은 능력이 모자라므로 지체하는 만큼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지장을 준다.

⑤ 비애로공정의 시간단축은 무의미하다.

→ 비애로공정은 여분 능력이 존재하므로 시간단축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간단축을

위해 투입된 생산자원의 소비로 애로공정의 능력증대 기회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⑥ 애로공정이 시스템의 산출량(throughput)과 재고를 결정한다.

→ 재고(특히 재공품)는 애로공정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필요한 기능이다.

⑦ 이동배치(transfer batch)와 생산배치(process batch)의 크기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동배치란 이동중의 물품수량으로, 가급적 한 단위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⑧ 생산배치(로트)의 크기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

→ 생산배치나 로트크기는 수요량과 부가적인 준비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애로공정

의 생산로트는 준비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커야 하나, 비애로공정은 그 반대다.

⑨ 시스템상의 모든 제약을 고려해서 생산일정을 수립(우선순위 결정)한다.

→ 조달기간은 로트의 크기, 이동배치, 우선순위 등의 요인들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조달기간은 일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c) OPT의 전개과정

① 애로공정을 식별(규명)한다.

* 애로공정은 수요가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엄청난 대기행렬을 이루거나 가장 바삐

돌아가는 작업장이다. 이 단계에서 애로자원과 비애로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애로공정에서 애로자원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일정이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 이 경우 유한부하 일정계획(finite scheduling)이 수립된다.

③ 비애로공정의 자원은 애로공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 재공품과 조달기간이 작아지도록 비애로자원의 로트크기를 줄일 때 부가적인 준비

시간이 소요되지만, 비애로자원의 경우 능력이 남기 때문에 준비시간의 증대로 인한

비용증대는 고려되지 않는다.

(d) OPT와 TOC의 장점

① 일정계획의 수립과 분석이 단순하고 이용이 간편함.

② 신속하고 용이한 계획수립, 분석은 상황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③ 애로공정과 비애로공정을 식별, 관리하므로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함.

④ 산출량이 증대되고 재공품이 감소됨.

(e) OPT와 TOC의 단점

① 조직(개념적)과 제도(자료처리, 보고제도, 관리방식 등)의 재편성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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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적 원가회계제도와 평가제도가 배제되는 점. (이 점이 현실적으로 결정적 단점임)

③ 새로운 제도와 분석 및 평가 보고방식을 익혀야 하는 점.

[도표 9] 후속 작업장의 작업시간 분할 효과

300분

300분

300분

작업을 분할하지 않을 때

작업을 분할할 때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작업장1

작업장2

작업장3

작업장1

작업장2

작업장3

전체 소요시간

900분

전체 소요시간

500분

300 600 900

3.4 작업순서결정 방법 [공기9회] [경지2회] [기지3회]

① 부하할당에서는 작업을 작업장에 할당만 할 뿐이며, 각 작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작업의

처리순서는 관계하지 않음.

② 작업장에 대기중인 작업의 처리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단속공정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

한 의사결정이 됨.

(1) 작업배정 규칙(우선순위 규칙) 일반 [공기3회] [경지1회] [기지3회]

* 작업배정 규칙(dispatching rule)은 기계나 작업장에 작업(주문)을 할당하는 규칙으로서,

단일작업장인 경우 작업배정규칙은 다음과 같음.

① 선착순 규칙 (first come, first served : FCFS)

*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기법.

② 최단처리시간 규칙 (shortest processing time : SPT)

* 작업완료시까지 작업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순으로 작업순서를 결정.

③ 최소납기일 규칙 (earliest due date : EDD)

* 납기일이 빠른 순대로 먼저 작업순서 결정.

④ 최소여유시간 규칙 (minimum slack time : MST) (slack time remaining rule : STR)

* 여유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먼저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⑤ 잔여작업당 최소여유시간 규칙 (S/RO : least slack per remain operation)

* 잔여작업당 여유시간이 가장 작은 대로 먼저 처리.

잔여작업당 여유시간
여유시간

잔여작업의 수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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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긴급률 규칙 (critical ratio : CR)

* 긴급률이 가장 작은 작업 순서대로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

긴급률
잔여납기일수

잔여작업일수
(CR) = (03)

㉠ 긴급률<1 → 작업의 진행이 예정보다 뒤진 것으로서, 먼저 처리되게 함.

㉡ 긴급률>1 → 작업의 진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서, 나중에 처리되게 함.

예제 03 작업배정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결정

* 각 작업배정규칙에 의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라.

작업 처리시간 납기일 여유시간 긴급률

A

B

C

D

E

6

3

5

2

4

10

4

15

5

9

10-6=4

4-3=1

15-5=10

5-2=3

9-4=5

10/6=1.67

4/3=1.33

15/5=3

5/2=2.5

9/4=2.25

해설

① 선착순 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 A→B→C→D→E

② 최단처리시간 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 D→B→E→C→A

③ 최소납기일 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 B→D→E→A→C

④ 최소여유시간 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 B→D→A→E→C

⑤ 잔여작업당 최소여유시간 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 한 개의 작업장만을 거치는 경우에는 각

주문작업마다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잔여작업의 수가 모두 1개이므로 잔여작업당 여유시간

은 각 주문작업의 여유시간과 마찬가지임. B→D→A→E→C

⑥ 긴급률 규칙에 의한 작업순서 : B→A→E→D→C

(2) 작업순서결정(Job Sequencing) 기법

* 복수 이상의 작업 및 작업장인 경우 작업순서결정 기법은 다음과 같음.

① 존슨법 및 잭슨법 : 복수작업의 복수작업장(기계) 형태하의 작업순서 결정방법임.

② 분단탐색법(branch and bound method)

③ 우선순위법

④ 완전열거법

⑤ Petrov법 → 복수작업의 다수작업장(기계) 형태하의 작업순서 결정방법임.

⑥ 기플러와 톰슨(Giffler and Tnompson)의 알고리즘

(3) 작업장의 수에 따른 작업순서결정 기법의 분류

① 복수의 작업이 하나의 작업장을 거치는 경우 → 작업배정 규칙 중 최소작업시간 규칙

(SPT)이 가장 적당.

② 복수의 작업이 복수의 작업장을 거치는 경우 → 존슨법, 잭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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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수의 작업이 다수의 작업장을 거치는 경우 → Petrov법, 작업배정 규칙의 동태적 적용,

시뮬레이션 기법 등

(4) 작업순서의 평가기준 요소 [경지1회]

① 총소요시간(makespan) :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

② 평균흐름시간(mean flow time) : 총흐름시간(모든 작업흐름시간 합)을 작업수로 나눈 것.

* 흐름시간 → 한 작업이 작업장에 도착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경과시간

③ 평균작업지연시간(average job tardiness) : 모든 작업의 작업지연시간의 합을 작업수로

나눈 것

* 작업지연시간 → 납기보다 늦게 완료된 작업의 지연시간

④ 시스템내 평균작업수 : 작업장내에 머무르고 있는 작업수의 평균.

* 시스템내 평균작업수 = 총흐름시간 / 총처리시간

* 시스템내 평균작업수는 평균재공품재고를 좌우함.

⑤ 유휴시간(idle time) : 일정계획이 잘못되어 쉬는 시간, 즉 의도하지 않은 낭비시간.

3.5 계속생산(계획생산)하의 개별생산일정계획

3.5.1 선형계획법에 의한 일정계획법

(1) 단일제품유형을 위한 일정계획

* 보만(Bowman)의 수송모형에 의한 계획이 일정계획기법의 대표적임.

(2) 다품종제품을 위한 일정계획

* 생산능력을 사용가능시간으로 환산하여 선형계획법을 적용하면 일정계획이 가능.

(3) 장치생산을 위한 일정계획

* 1963년 IBM사가 David Smith에게 의뢰하여 컴퓨터용으로 개발한 것이 대표적임.

* 완제품이 될 때까지 거쳐야 할 공정부문별로 원료상의 제약, 생산능력의 제약, 수요제약을

토대로 목적함수(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선형계획 형식임.

(4) 선형계획법에 의한 일정계획법의 특징

(가) 장점

* 간편, 계산용이, 다품종에도 가능, 제품조합(Product Mix) 발견 용이

(나) 제약점

① 비용이나 단위시간 등이 선형이라는 가정이 필요.

② 품종이 다수일 때는 생산능력을 사용가능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해야 됨.

③ 품종 변경시 발생하는 준비비를 모형에서 고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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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적으로 개당 생산원가의 추정이나, 고정비, 변동비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유용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있음.

3.5.2 LOB (Line Of Balance, 균형선) [공기9회]

(1) LOB 기법의 의의

* Line of balance(LOB) 기법은 공정이 고정되어 있고, 표준품을 대량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계속생산형태의 조립공정을 대상으로 한 일정계획 및 통제 기법이 됨.

* 즉, LOB란 작업장별로 계획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공정 중에서도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작업장(이를 통제점이라 함)을 중점관리함으로써, 납기지체 원인을 야기한 공

정을 분석, 조치하여 일정을 통제하는 기법.

(2) 전통적인 계획ㆍ통제 기법과 LOB 기법의 차이점

* 전통적인 계획ㆍ통제 기법은 공정전체에 대해 최종제품의 수량만을 기준으로 통제하므로

납기지체시에는 어느 공정에서 문제를 유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LOB기법에는 몇 개의 통제점을 대상으로 중점관리하며, 이들 통제점이 주로 Bottle neck

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해결에 용이함.

(3) LOB 기법의 적용절차

① 수요량(예상, 누적)의 확인

* 예상수요량(계획생산량)을 확인하고 누적수요량을 파악함.

② 실적량(생산실적량, 누적실적량)의 확인.

③ 목적도표의 작성 → ①, ②를 토대로 누적계획, 즉 목적도표를 작성함.

④ 통제점의 선정과 제조 소요시간의 확인 (조립도표 작성이라고도 함)

* 생산공정의 기술적 연결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작업장, 즉 통제점(check

point)을 선정하고, 각 통제점에서 납품(입고)일까지의 제조소요시간(lead time)을 확인.

⑤ 실적도표(진행도표라고도 함)의 작성

* 어떤 특정검토일 현재의 통제점별 실적을 파악 후 실적도표를 작성함.

⑥ 검토일 현재 기준의 LOB 작성

* 특정검토일 현재의 통제점별 계획량을 작성함. 이 통제점별 계획량이 LOB에 포함됨.

* 즉, LOB는 ④에서 파악된 통제점별 제조소요시간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통제점별로

완성해야 할 수량으로서, 생산실적량과 비교하여 지체가 발생한 작업장 파악이 가능함.

⑦ 생산실적량과 LOB의 비교분석

⑧ 조치 → 지체가 발생한 작업장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일정관리 가능.

예제 04 LOB에 의한 일정계획통제 분석

* 고려(주)의 11주간에 걸친 주별 수요량(예상수요량)은 다음 [표 1]과 같고, 그리고 납품실적

(제6주말까지)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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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상수요량 [표 2] 납품(완성품 입고기준)실적

주 예상수요량 누적수요량

0
1
2
3
4
5
6
7
8
9
10
11

0
5
4
6
10
5
6
2
8
6
6
5

0
5
9
15
25 ←
30
36
38
46
52
58
63

주 생산실적량 누적실적량

0

1

2

3

4

5

6

7

8

0

4

4

4

8

6

3

-

-

0

4

8

12

20 ←

26

29

-

-

해설

① 목적도표 작성 → [그림 1] 참조

* [표 1]과 [표 2]를 토대로 누적계획, 즉 목적도표를 작성한 것이 [그림 1]이 됨.

* [그림 1]에서 임의선정 검토일, 예컨대 제4주말 기준으로 실적 20개가 계획 25개보다

뒤쳐져 있음.

계획

실적

주

누

적

량

개

임의선정 검토일

[그림 1] 목적도표 - 누적계획(검토일(9주말)의 계획과 실적)

② 통제점의 선정과 제조소요시간 파악 (조립도표 작성)

* 생산공정의 기술적 연결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작업(장), 즉 통제점의 선정으로

각 통제점에서 납품(입고)일까지의 제조소요기간(lead time)을 확인후 조립도표를 그린

것이 [그림 2]가 됨(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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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통제점은 13개이며, 생산품입고 목표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제조소요기간(lead

time)을 고려함. 예컨대 ①은 완성품입고일까지 7주, ⑥과 ⑤는 각각 4주의 제작소요기

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체부품제작 중간조립

외주가공부품

부품제작 검사 중간조립

중간조립 최종조립 최종검사부품구입

주수

[그림 2] 통제점별 제조소요시간

③ 실적도표 작성

* 실적량은 각 통제점에서 검토일 현재까지의 완성품 누계를 조사하여 얻은 내용이며,

[표 3]과 같이 정리됨(일례).

[표 3] 통제점별 제4주말까지의 실적 [표 4] 통제점별 제4주말까지의 생산계획

통제점 소요량 통제점 소요량

1 63
2 58
3 58
4 52
5 46
6 46
7 38

8 38
9 36
10 36
11 36
12 30
13 25

통제점 실적량 통제점 실적량

1 61
2 59
3 57
4 51
5 48
6 46
7 39

8 35
9 37
10 37
11 37
12 32
13 20

④ 검토일 현재 기준의 LOB 작성

* 검토일을 4주말로 하여 이날 현재의 통제점별 계획량, 즉 LOB를 작성하면 [그림 3]과

같게 됨. 일례로서 통제점 ⑬(최종검사)에서는 완성품 계획량은 25개이고, 실적량은 20개

가 됨.

* 통제점 ⑫에서는 4주에 완성된 통제점 ⑬에서의 완성품량 25개와 통제점 ⑫와 ⑬의 제

작소요기간 1주에 상당하는 제작량 5개([표 1]의 5주의 소요량 5)를 합한 30개가 되어

야 함.

* LOB는 기술적으로 [그림 3]에서와 같이 검토일에다 종선을 긋고 이 종선을 기준으로 하

여 누적계획선에서의 각 주별 누적계획량에 해당하는 점으로부터 점선을 각 통제점까지

연결하여 구하면, 그림에서 이 실선이 통제점별 계획량, 즉 LOB가 됨.

* 사선을 친 막대는 검토일(제4주말) 현재까지의 각 통제점에서 완료한 실적량이 됨.

실적량은 각 통제점에서 검토일 현재까지의 누계를 조사하여 얻은 내용이며, [표 3]과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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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B는 [그림 3]을 [표 4]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음.

실적량

7주

제4주 현재
Line of Balance

누적계획선

검토일 4주

→ 통제점→ 주

누
적
량

↑

[그림 3] 통제점별 LOB 작성 및 실적과의 비교

⑤ 생산실적량과 LOB의 비교분석

* 실적이 LOB에 비해 뒤쳐진 곳은 향후 촉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부분이 됨.

3.5.3 재고소진기준법(Run-out)에 의한 일정계획통제

* 이는 원칙적으로 총괄생산일정계획에 개별생산일정계획을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다품종제품생산이 동종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될 경우 품목별로 재고소진기간(현보유재

고와 생산중인 수량을 합친 것이 모두 소진할 때가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품목에 우선적

으로 작업할당시키며, 개별계획에 의한 능력소요량과 총괄계획에 의한 총생산능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생산시간(가용능력)을 할당조정하는 기법임.

재고소진기간 = (기초재고량+기간생산량-기간수요량)÷기간수요량 (04)

3.5.4 지수계획법에 의한 일정계획 [공기1회]

* 이 방법은 총괄생산계획과 개별일정계획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기법임.

* 기본개념은 앞의 재고소진기간 기법과 유사하며, 재고소진기간을 산출하는 대신 지수를

산출하여 총괄생산기간을 지수가 큰 것을 우선 순위로 개별품목에 할당하는 방법임.

* 품목의 지수를 ID라 할 때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ID
i

i ii  
품목의 재주문점재고수준

품목의 기초재고수준 품목의 수요량
(05)

여기서, IDi : 품목의 지수, 재주문해야 할 시점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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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 지수법에 의한 일정계획

* 금주의 총괄생산능력이 14,080시간이다. 다음 [표 1]은 품목별 상황에 따라 일정계획의 작성

예이다.

* 지수가 큰 값을 가질수록 생산순위가 높다. (-)지수는 (+)지수보다 긴급도가 높은 것이다.

해설

* 이 기간에 사용가능 능력이 14,029시간이므로 이를 소진할 때까지는 품목 123까지 생산

가능함(표 1).

[표 1] 지수법에 의한 일정계획 (총괄생산가능능력 14,080시간)

품목

생산해야

할 수량

①

개당

작업시간

②

총소요

시간

③=①×②

재주문점

재고수준

④

i

기초재고

⑤

예상

수요량

⑥

지수

⑦=④

/(⑤-⑥)

총소요

누적시간수

(계)

1

2



122

123



700

1,400



70

40



0.80

0.30



7.5

12.0



560

420



525

480



300

500



50

20



100

500



100

40



300

600



30

10



-1.5

-5.0



0.71

0.50



560

980



13,549

14,029



3.6 단속생산(수주생산)하의 개별생산일정계획

3.6.1 개별주문생산 일정계획의 특징

① 일정계획의 유형 → 작업을 1주씩 모아서 일정계획을 하는 정태적 일정계획법과 주문이 들

어 오면 그때그때 일정계획에 반영하는 동태적 일정계획법의 2가지가 가능함.

② 기계 종류와 대수 → 작업에 필요한 기계 종류와 대수가 많을수록 일정계획이 복잡해짐.

③ 기계와 작업자의 수 관련 → 기계수보다 사람수가 많을 때는 기계제약적 시스템, 사람수보

다 기계수가 많을 때는 작업제약적 시스템이라 함.

④ 작업의 흐름유형 → 단순흐름공정, 확률흐름공정, 복합흐름공정의 3가지 유형이 있음.

⑤ 작업의 순위원칙(sequencing 원칙)

* 작업순위 결정원칙이라고도 함.

* 최소작업소요시간법(SPT)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어떤 효과(목적)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선택 적용됨.

⑥ 일정계획의 평가기준 → 납기이행건수, 설비가동률, 재고수준, 평균작업완성시간, 평균지체

시간, 전체목적달성도 등

3.6.2 단속(주문)생산 일정계획과 작업순위 결정

* 작업순위 결정문제는 최소작업시간규칙(SPT)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작업형태별로 적합한

일정계획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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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작업의 단일작업장(기계) 형태하의 일정계획

* 예로서 금주처리 대상인 개별주문인 Ⅰ, Ⅱ, Ⅲ, Ⅳ의 4가지가 단일 작업(하나의 기계를 통

한 작업)으로 제작된다고 할 때의 일정계획수립 원칙은

① 최소작업시간 우선법 ② 최소여유시간 우선법

등에 따라 수립될 수 있으며, ②항이 더 많이 사용됨.

(2) 복수작업의 복수작업장(기계) 형태하의 일정계획 (존슨방법과 잭슨방법)

(가) 존슨(Johnson)방법 [기지2회] [공기1회]

* 이 원리는 어느 품종을 막론하고 두 작업(또는 기계작업장)은 동일한 순서별 작업, 즉 첫

번째 작업(기계)후에 두 번째 작업(기계)이 이루어지는 조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도표 10)

[도표 10] Johnson방법에 의한 일정계획

주문 작업시간 순위

작업(장) 1 작업(장) 2

1

2

3

4

5

6

8시간

4

6

④

②

6

9시간

③

⑤

7

7

10

작업

(주문)

순위

결정

결과

5

4

6

1

3

2

②

④

6

8

6

4

7

7

10

9

⑤

③

1

2

3

4

5

6

A C D

B

① 전체 작업(장)에서 작업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골라 선택된 그 시간이 작업장 1에 속

하면 아래 쪽 일정표의 최상단(먼저 작업)에, 작업장 2에 속하면 아래쪽 일정표의 최하

단(나중에 작업)에 배치하여 기입함.

이때 해당 품종의 작업장 1, 2에서의 시간은 묶음으로서 함께 따라 감.

② 다시 전체 작업장 중에서 위의 ①에서 배치된 시간 묶음을 제외한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골라 선택된 그 시간이 작업장 1에 속하면 상단으로부터 2번째에 배치,

작업장 2에 속하면 하단으로부터 2번째에 배치하여 기입함.

③ 그 다음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주문(품종)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하여 배치시켜서 작업순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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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기일 → 제품의 납기일이 먼저 도래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부여.

⑤ 예견법 → 부하자가 작업의 진행을 예견하여 부하상의 우선순위 부여.

⑥ 최소시간 및 선착순의 혼합법 → 일정시간 동안은 최소시간법, 그 다음은 선착순 부여

⑦ 선착순 → 먼저 들어온 작업을 먼저 기계에 부하시킴.

⑧ 최소여유시간법 → 여유시간이 작은 것부터 부하순위를 정하는 방법.

⑨ 무작위법 → 대기중인 작업 중에서 무작위(random) 선택해 우선순위 부여.

* 적용은 어떤 목적을 기대하는가에 의거 선택되나, 최소작업시간법(SOT)가 가장 효과적임.

(6) 긴급률에 의한 동태적 일정계획 [공기1회]

* 긴급률은 Critical Ratio(CR)로 나타내며, CR에 의해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CR   잔여납기일수

잔여처리일수

납품요구일자 금일자

생산완료가능일자
(06)

* 분모 : 생산완료가능일자 = 총생산기간-완료작업 생산기간

즉, 현시점에서부터 작업완료시까지 남은 제조소요시간 (LTR)

* 분자 : 수주생산일 때 → 납품요구일자 - 금일자

재고생산일 때 → (현재고수준-안전재고)/평균하루수요량

* CR>1.0 → 일정보다 빨리 생산가능, CR=1 → 일정에 맞게 생산

CR<1.0 → 작업이 긴급촉진되어야 일정에 맞출 수 있음.

예제 06 긴급률에 의한 동태적 일정계획

* 오늘 아침 현재 작업의 현위치가 작업장 4에 있으므로 표준대기 및 운반시간은 작업장 4, 5,

6의 3, 2, 1일의 합 6일이 남은 시간(LTR)이 된다고 본다. ( LTR=6일 )

작업장 1 2 3 4 5 6 표준총생산기간

TLT
LTR

표준대기 및 운반 5 5 5 3 2 1

품종별 C →● ――――→ ● → △ → ○ → ○ 16 6

품종별 D

범례 : ● 완료공정, △ 현위치, ○ 미완료공정 * 3+2+1=6

* TLT = Total Lead Time, LTR = Lead Time Remained

[그림 1] 긴급률에 의한 보정계획

해설

① 주문생산일 경우 : CR
LTR

  
납기일 금일  3

6
0 5.

② 재고생산일 경우 : CR 






 
18 12

2
6

3

6
0 5.

단, 현 보유재고가 18개이고, 안전재고는 12개이며, 1일 평균소요량은 2개라 가정할 때임.

CR=0.5<1.0 이므로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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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작업의 기계부하할당 기법

* 작업순서가 결정된 뒤에 실제로 어떤 작업이 작업장에 배정될 때 작업장 내에 여러 가지 성

능이 상이한 기계가 있을 것이며, 어떤 특정 작업을 어느 기계에 구체적으로 부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하는 문제로서 작업의 기계부하할당 기법이 있음.

(1) 지수법에 의한 할당

* 이 방법은 상이한 제품생산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기계작업을 필요로 할 때 제품별 작업생

산성이 높고, 기계별 작업가능시간(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

* 특정제품의 기계별 총소요시간을 보면 총소요시간이 가장 적은 기계가 그 제품생산에서 생

산성이 제일 높은 것이 됨.

이 최소의 총소요시간을 지수 1.0으로 하고, 타기계의 총소요시간의 지수를 구함.

* 할당방법은 ① 지수가 가장 적은 기계부터 배정, ② 기계의 사용가능시간(능력)이 총소요시

간을 전량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함.

(2) 분기점분석법에 의한 할당

*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종류의 기계설비가 개당 생산비 면에서 상이한 경우, 이 제품의

주문이 수량적으로 상이할 때 어느 기계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은가를 분기점분석법으로 주

문량을 기계에 할당하는 방법임.

* 이때 재료비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노무비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러한 대안 평가의 기준이

되는 비용을 대안별 부가비용이라고 함.

이 대안별 부가비용을 주문량의 함수로 보고 분기점도를 그려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임.

[도표 12] 분기점 분석도




부

가

비

용

Q(주문량)

BEP2

BEP1

엔진형

반자동

자동

Q1 Q2

(대안 선택) * 주문량이 Q1 보다 작으면 엔진형이 유리.

* 주문량이 Q1 과 Q2 사이이면 반자동이 유리.

* 주문량이 Q2 보다 크면 자동형이 유리.

(3) 수리적 할당법

* 수리적 할당법은 OR기법 중의 한 기법임.

* 헝가리법이라고도 하는데, 작업자나 기계와 같은 자원의 수가 작업의 수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각 자원은 단지 한 작업에만 할당된다는 가정이 필요함(OR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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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총괄생산계획과 개별일정계획의 일치방법

(1) 총재고량에 따른 총괄생산수준 결정

* 각 품목의 재고를 합한 총재고량 파악 후 개별일정계획과 총괄생산계획 수립 근거로 삼음.

(2) 미납주문기간(또는 납기)의 조정

(3) 총괄계획생산능력에 대한 개별계획생산량의 조정

* 개별제품의 경제적 1회 주문량의 조정에 의한 제품별 계획생산량의 조정으로 총괄 계획

생산 능력의 조정.

(4) 지수계획법

* 개별품목의 재고수준이 재주문점까지 빨리 감소되는 정도에 따른(지수로 파악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의거 품목별 생산소요량을 나열하여 누계합계액이 총괄계획

량과 일치하도록 계획하는 기법.

(5) 상호조정법

*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총괄생산계획과 개별일정계획을 상호조정하는 기법.

① 개별제품의 경제적 1회 생산량 결정

② 각 작업장별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최소비용을 실현하는 고용수준, 재고수준, 잔업 및

유휴시간을 결정함.

③ 위의 작업장별 추정한 총괄생산능력(작업시간)을 경제적 생산량을 근거로 작성된 제품

별 소요량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임.

* 즉, 이는 개별제품의 경제적 주문(생산)량을 산정하여 이 소요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작업

장별 생산능력(작업시간)을 산출한 후, 이의 총합을 구하여 총고용수준으로 환산하여 총괄

생산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임.

3.8 일정계획 및 통제의 관리제도

3.8.1 단기간 일정계획법 (SIS) [공기1회]

* SIS(Short Interval System)는 일정계획과 통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와 작업장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변동은 짧은 기간을 토대로 분석·검토 함

으로써 이를 일정계획에 빨리 흡수시켜 사전 또는 동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일정계획과 결과

를 효율적으로 일치시키려는 관리법임.

(1) SIS의 구체적인 특징

① 한 작업장의 일은 한 작업자에게 맡김.

② 작업량을 짧은 시간(30분 혹은 60분)으로 책정하여 작업부여 함으로써 목표관리 용이화.

③ 사전에 모든 작업부하를 작성함.

④ 결과의 평가를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변화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도록 함.

제6장 총괄생산·대일정·개별일정 계획 / 6-33



(2) SIS의 일반적 절차

① 시간당 작업량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표준시간 설정

② 작업장별 작업내용을 정확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분류

③ 경제적 로트 크기 결정, 미납품주문의 파악

④ 학습곡선에 따른 작업시간 파악

⑤ 특별작업이나 비반복작업에 대한 처리규정을 만듦.

⑥ 중앙집권적 작업분배 방식을 써서 작업통제를 신속히 할 수 있게 함.

⑦ 공정절차를 잘 파악하고, 작업순위배정도 미리 숙지함.

(3) SIS의 효과

① 제품재고의 균형유지, 납기준수, ② 작업자 능률자극 효과

③ 전체공장의 감독 용이, ④ 문제점의 신속한 분석 및 대책 가능

3.8.2 GT (Group Technology, 집단관리기법) [경지1회]

(1) GT의 의의

* Group Technology는 집단관리기법으로 번역 사용됨.

* GT는 부분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갖는 형상, 치수, 공작법 등의 기술적 유사성에

따라 몇 개의 집단(group) 또는 가족(family) 개념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관리 대상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고, 공통의 공구ㆍ기계 및 작업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함으로써 표준부분품의

대량생산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이점을 다품종소량 생산체제 하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관리기법임.

* GT는 설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일정 계획 및 통제에도 사용이 가능함.

(2) GT의 장점

① 준비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이 되고, 공정중의 운반 및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lot별 가

공물 수가 증대

② 공정내 재고 및 제품 재고의 수준이 균형있게 관리됨

③ 관리·감독비 절감 ④ 납기지연 방지 ⑤ 제조시간 단축

⑥ 일정계획 및 틍제의 단순화 및 개선

(3) 작업물과 기계의 분류기준

* 이상과 같은 제 장점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업과 기계 등을 집단(group)으로 분류

하는 기준

① 작업물의 분류기준

㉠ 설계상의 특징에 따른 분류

㉡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 생산공정 기준, 공구사용법 기준, 복합부품 기준

② 기계의 분류기준 → 단일표준기계 기준, 기계반 기준, batch 기준, 단순집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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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요건

① GT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나 전문가 확보.

② GT는 공장이나 기업전체에 관련되므로 기술개발, 공정계획, 제품설계, 공구설계, 일정계획

등 조직 내의 모든 기능이 총괄적 시스템 입장에서 조화있게 고려되어야 함.

③ GT를 적용하려는 목적을 숙지하고 참여함.

④ 부분품을 분류하고 집단화하기 위한 목적을 숙지하고 참여함.

(5) GT의 응용분야

① 흐름공정에서의 집단계획 → 총 제조시간 최소화를 위한 집단별 검토

② 생산절차 분석 → 생산활동에 관련된 공장계획, 공정계획, 작업계획의 3가지 측면에서 부

품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작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집단으로 형성시킴으로

써 생산일정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생산절차를 설계하는 방법.

③ 집단 일정계획기법 → 작업집단 내에서 기계별로 작업을 할당하는 부하원칙과 이 부하에

따른 집단상호간의 작업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방법.

④ MRP와 GT의 통합 → MRP는 재고와 생산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소요자

재의 분류가 필수적이므로 제품분류 및 부품분석에 GT기법을 이용.

⑤ 제품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설계 → 부품의 단순화 설계, 표준화 설계에 이용

3.8.3 모듈러 생산 (Modular Production : MP) [공기3회]

* 현대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생산을 실현시키느

냐, 즉 다품종소량 생산체제 하에서 대량생산에서의 높은 생산성과 원가절감을 이룩하느냐

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GT와 MP임.

* GT는 가공의 유사성에 의하여 부분품을 집단(Group)화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었

고, MP는 보다 작은 부분품으로 보다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려는 것임.

* GT와 MP는 모두 다품종소량 생산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본방향

은 표준화에 의한 효율증대에 있음.

(1) 모듈러 생산의 의의

* Modular Production이란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는 부분품을 설계, 개발, 제작하여 가능한

한 최소종류의 부분품으로써 최대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임.

* 말하자면 제품의 다양화 속에서 구성 부분품을 표준화시키는 것으로, 제품의 다양화에 의

해 다양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성 부분품의 표준화에 의해 표준화의 이익, 즉 경제적

인 생산을 실현하고자 한 것임.

(2) 모듈러 생산의 특징

* 종래의 대량생산 방식은 부분품의 호환성을 토대로 하는 소품종다량 생산이었지만, 모듈러

생산방식은 부분품의 호환성을 이종 제품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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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의 예로서 자동차 생산의 경우 엔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좌석 등은 모듈러이며, 이

모듈러를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형과 색채의 종류별로 차체를 조립함으로써 다양한 제

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3) 모듈러 생산의 장점

① 부분품 결합의 다양성이 극대화되므로 다품종소량 생산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음.

②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므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됨.

③ 생산설비의 자동화는 물론 제품설계의 자동화를 기할 수 있게 됨.

4 . 기 출 · 예 상 문제 및 착안점

[Ⅰ] 기술지도사[생산관리분야-생산계획편] 제6장 기출문제

01 일정계획의 우선순위 규칙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10점) (기술지도사 2007년도)

☞ 힌트 : 제6장 본문 『3.4 작업순서결정 방법』해설 참조

02 MPS(주일정계획)의 목적과 역할 (10점) (기술지도사 2007년도)

☞ 힌트 : 제6장 본문 『2. 대일정계획(주일정계획, MPS)』해설 참조

03 총괄생산계획의 결정변수 (10점) (기술지도사 2007년도)

☞ 힌트 : 제6장 본문 『1.1 총괄생산계획의 본질』해설 참조

04 여유시간법과 긴급률에 의한 작업순서 결정. (기술지도사 2010년도)

☞ 힌트 : 제6장 본문 『3.4 작업순서결정 방법 → (1) 작업배정규칙(우선순위 규칙) 일반』

해설 참조

05 총괄계획전략 중 추적생산전략과 균등생산전략을 설명하고, 각각의 관련 생산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라. (기술지도사 2010년도)

☞ 힌트 : 제6장 본문 『1.1 총괄생산계획의 본질 → (2) 총괄생산계획 전략과 의사결정대안

→ (가) 총괄생산계획 전략의 유형 → ① 추종전략, ② 평준화전략』해설 참조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시험인 2013년도부터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11장에

별도로 정리·해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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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지도사[생산관리분야-생산계획편] 제6장 예상문제

1. 경영지도사 [생산관리편] 기출문제 참조

☞ CPEDU 아카데미(www.cpedua.com) 경영지도사 안내코너에 기출문제 게시중.

☞ 경영지도사 관련 기출문제를 분석후 본서 제6장 본문에 반영시켜 기술됨.

2. 공장관리기술사 [생산시스템공학편] 참조

☞ CPEDU 아카데미(www.cpedua.com) 공장기술사 안내코너에 기출문제 게시중.

☞ 공장관리기술사 관련 기출문제를 분석후 본서 제6장 본문에 반영시켜 기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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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 뿐이다.

- 드니 디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