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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능’과 ‘관계기능구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관계기능

은 세 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관계기능구조를 정립할 수 있다. 정립된 관계기능구조를 

부품 통합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을 정립하고 제시하였다. 이 분석기준에 의하여 구

성부품들이 통합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분석기준은 관계기능의 개수와 방향성, 직간접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부품통합을 위한 설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실

제 제품에 적용하여 구성부품이 통합된 새로운 제품 개념안(design concept)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자전거용 브레이크 디스크 결합방식과 삼공천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존재하는 개선된 제품과 유사한 관계기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ome of the methods used to incorporate the parts constituting a product. A new 
relation function concept and its structure are introduc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component parts. This 
relation function has three types of information, which can be used to establish a relation function structure. The 
relation function structure of the analysis criteria was established to analyze and present the data. The priority 
components determined by the analysis criteria can be integrated. The analysis criteria were divided based on 
their number and orientation, as well as their direct or indirect characteristic feature.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algorithm for component integration. This algorithm was applied to actual products, and the components inside 
the product were integrated. Therefore, the proposed algorithm was used to conduct research to improve the 
brake discs for bicycles. As a result, an improved product similar to the related function structure was actually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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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Ic-min : 부품 통합시 고려해야할 최소한의 정보 개수

Imin : 관계기능에 포함되는 최소한의 정보 개수

n : 관계기능 개수

OIc-min : 단방향(one way) 관계기능에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 개수

TIc-min : 양방향 관계기능에서 고려해야할 최소한

의 정보 개수

Io-min : 최소한의 단방향 작용 조건 정보 개수

It-min : 최소한의 양방향 작용 조건 정보 개수

IIc-min : 간접 관계기능에서 고려해야할 최소한의 

정보 개수

DIc-min : 직접 관계기능에서 고려해야할 최소한의 



최 준 호 ․ 이 건 상280

정보 개수

Ii-min : 간접 관계기능에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 

개수

Id-min : 직접 관계기능에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 

개수

1. 서 론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서로 통합하면 일반

적으로 사용재료와 제조공정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갖는 제품

으로 재설계될 수도 있다. 최종 제품가격의 구성

비를 보면 설계비용은 약 5%를 차지하지만, 최종 

제품가격은 설계단계에서 약 70%가 결정된다.(1,2) 
따라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서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제품의 생산원가를 줄이는 대표적인 설계방법

으로 DFMA(Design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가 있으며, DFMA를 이용하여 부품 수 감소나 공

정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다.(3) 부품

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품으로 설계 또는 체결

방법을 바꾸어 체결되는 부품 수를 줄이는 것은 

DFMA의 핵심개념이며,(4) 이를 위해서 세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 기준 : 상대 운동

- 두 번째 기준 : 이종 재료 또는 물리적 분리

- 세 번째 기준 : 후속 조립을 위한 분리

위 세가지 기준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간

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지만 검토를 위해 

부품들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과 부품통합을 

위해 분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부품통합의 해결안을 도출하기가 어

렵다.
이 때문에 DFMA에 TRIZ를 결합하여 부품 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5) 그러나 여기에서도 부품 수를 감소

하기 위한 부품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거나 분석

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

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설계가 완성된 제품이나 판매 

중인 제품의 개선작업 필요성 때문에 구성부품들

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부품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제품

의 부품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2. 관계기능 및 관계기능구조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서로 통합하기 위하

여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구

성부품들의 기능(6)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능들 

사이의 관계이다. 기능은 구성부품이 개별적으로 

갖는 요소이지만(7~9) 기능들 사이에는 서로 특정

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능(function)(6)이란 과제(task)를 수행하기 위

한 시스템의 입출력간의 일반적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기능은 입출력부에서 에너지, 물질 및 

정보의 상태를 명시하면 명백하고 충분하게 정의

될 수 있다. 전체기능(overall function)은 부분과제

(sub-task)에 대응하는 부분기능(sub-function)으로 

분할할 수 있다. 부분기능(sub-function)을 의미있

고 조화롭게 조합하여 전체기능을 표현하면 기능

구조(function structure)(6)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하

나의 부품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을 물리적으로 배치

한 것은, 각각의 부품이 갖는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구조를 작성한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품이 필요로 하

는 기능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개

발될 구성부품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구조를 

작성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기능구조에서는 구성

부품들의 기능들 사이의 관계는 명백하게 표현되

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설계가 끝난 제품 또는 

생산되어 판매 중인 제품의 구성부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 사이의 관계

를 이해하여야 통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성부품과 기능 사이

의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

여 ‘관계기능’과 ‘관계기능구조’라는 새로운 개념

을 정의하였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구성 

관계와 관계기능을 조합하면 ‘관계기능구조’를 만

들 수 있다. 관계기능구조를 분석하면 구성부품

들 사이의 통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1 관계기능

관계기능은 시스템경계 내의 구성부품들이 기

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에너지, 물질, 
정보의 흐름(6)에 의한 작용, 효과 및 형상에 대한 

정보로 정의한다. 효과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관계기능 또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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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ress of relation function structure 

로 관계기능은 효과의 방향성에 따라서 직접 관

계기능과 간접 관계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

은 다시 작용 방향성에 따라 단방향성과 양방향

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관계기능은 두 개의 관계 부품들 사이에

서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기능이며, 간접 관계기

능은 두 개의 관계 부품들 사이 이외의 부품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기능이다. 단방향성 관계기

능은 관계 부품들 사이에서 효과가 부품의 한쪽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기능이고, 양방향성 관계

기능은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기능이다.

2.2 관계기능구조

제품을 이루는 구성부품들의 관계기능에 대한 

정보는 테이블로 정리하면 관계기능구조를 블록

선도로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관계기능구조를 블록선도로 표현하는 방법은  

Fig. 1과 같다.

3. 관계기능구조의 분석기준

관계기능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서로 통합하기 위하

여 각각의 구성부품들이 갖는 관계기능들의 차이

점이 분석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그 차이점을 이

용하면 부품의 통합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있다.
관계기능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구성부품들이 갖는 관계기능의 개수와 방향성이 

며, 방향성은 단방향과 양방향 그리고 직접성과 

간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관계기능의 개수 비교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 중에서 임의의 한 부

품이 갖고 있는 관계기능들을 모두 다른 부품으

로 이동시켜서 부품을 통합하려고 할 때 일반적

인 상황에서 가장 쉬운 경우는 관계기능의 수가 

최소인 경우이다. 즉 부품통합 시 고려해야할 정

보가 최소인 부품이다. 부품통합 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 개수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c-min = Iminㆍn      (1)

3.2 관계기능의 방향성 비교

관계기능이 작용하는 방향이 양방향인 것과 단

방향인 것을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방향

인 관계기능을 다른 부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쉽다.
두 부품 사이에서 단방향의 관계기능일 경우에

는 작용을 받는 부품에서만 한 개 이상의 작용 

조건 정보가 필요하고, 양방향의 관계기능일 경

우에는 작용을 받는 양쪽 모두의 부품에서 각각 

한 개 이상의 작용 조건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

은 아래의 식에서 증명된다.

단방향 관계기능의 경우

OIc-min = Io-minㆍn      (2)

양방향 관계기능의 경우

TIc-min = It-minㆍn      (3)

여기서

Io-min≥1, It-min≥2 이므로

OIc-min < TIc-min      (4)

3.3 관계기능 직간접성 비교

관계기능에 포함되는 최소한의 정보 개수(Imin)
는 기본적으로 형상, 작용, 효과의 세 가지로 되

어 있다. 여기서 형상은 기능수행을 위한 부품의 

모양을 의미하며, 작용은 기능수행을 위한 부품

의 작동과정을 의미하고, 효과는 기능수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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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1

[정리] 관계기능이 적은 구성 부품일수록 시스템 

경계 내에서 부품통합이 용이하다.

[부품통합 우선 순위 예]

부품통합 시 고려해야할 정보의 수
[부품C ＜ 부품B = 부품D ＜ 부품A]

부품통합용이성 증가

분석

기준2

[정리] 단방향성 관계기능을 갖는 부품은 양방향

성 관계기능을 갖는 부품보다 관계기능통

합이 용이하다.

[부품통합 우선 순위 예]

부품통합 시 고려해야할 정보의 수

[부품C ＜ 부품B ＜ 부품D ＜ 부품A]

부품통합용이성 증가

분석

기준3

[정리] 간접기능을 갖는 부품은 직접기능을 갖는 

부품보다 다른 부품과 통합이 용이하다.

[부품통합 우선 순위 예]

부품통합 시 고려해야할 정보의 수

[부품C ＜ 부품B ＜ 부품D ＜ 부품A]

부품통합용이성 증가 방향

Table 1 Criteria for analysis and examples

Fig. 2 Algorith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parts

한 부품의 작동결과를 의미한다. 간접 관계기능

을 옮겨서 구성부품을 통합시키려고 할 때에는 

실제로는 형상과 작용만 옮겨지게 되고 효과는 

효과가 발생되는 관계부품에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간접 관계기능의 경우가 직접 관계기능

의 경우 보다 고려해야할 최소한의 정보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간접 관계기능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관계부품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식에서 증명된다.

간접 관계기능의 경우

IIc-min = Ii-minㆍn      (5)

직접 관계기능의 경우

DIc-min = Id-minㆍn      (6)

여기서

Ii-min≥2, Id-min≥3이므로

IIc-min  <  DIc-min      (7)

3.4 부품통합을 위한 분석기준 정리

관계기능의 차이점으로부터 분석기준을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고 부품통합의 우선순위를 결

정할 수 있는 예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 정리된 분석기준과 그 적용 예를 이

용하면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 간의 통합 난이

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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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관계

부품

관계기능

정보 종류
방

향

허브

(디스크 

결합형)

디

스

크

형상：허브의 평면-디스크

의 평면

작용：면 접촉

효과：안정적인 면 결합

직접 ↔

볼

트

형상：허브의 나사산-볼트

의 나사산

작용：나사산 결합

효과：디스크 고정

간접 ↔

디스크
볼

트

형상：디스크의 구멍 내측

면, 평면–볼트의 원

통면, 볼트머리 밑면

작용：면 결합

효과：디스크 고정 효과

직접 ←

Table 2 Defining of relation functions(six-bolting)

Fig. 3 Fastening system and it’s components of brake 
disc

Fig. 4 Relation function structure of the six-bolting 
fastening system

Fig. 5 New relation function structure

4. 부품통합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및 

사례연구

4.1 분석 알고리즘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통합가능성을 알아내

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품들에 대하여 관계기능들

을 정리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분석기준에 맞추어 

부품통합 가능성을 탐색하면 된다. 부품통합 가능

성을 탐색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4.2 사례연구

 4.2.1 자전거 브레이크 디스크 체결 방식 개선 

자전거의 브레이크 디스크 체결 방식을 개선하

기 위해서 Fig. 3처럼 시스템 경계를 정의하고 관

계기능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관계기능구조

를 블록선도로 표현하면 Fig. 4와 같다.
분석기준에 의하여 부품통합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볼트1부터 볼

트6까지는 각각 간접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적은 개수의 관계기능을 갖고 있다. 디스크는 모

두 일곱 개의 관계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여

섯 개는 직접성 단방향 관계기능이고 한 개는 직

접성 양방향 관계기능을 갖고 있다.
허브는 모두 일곱 개의 관계기능을 갖고 있으

며 그 중 여섯 개는 간접성 양방향 관계기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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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rake disc fastening systems and components
(lock ring-bolting)

Fig. 7 Three-holes punch of elements

기호 부품명 수량

A 베이스 1
B 레버 1

C1, C2 핀 2
D1,D2 E링 2

E1, E2, E3 타공심 가이드 3
F1, F2, F3 고정나사 3

G 종이 가이드 1
H 스톱퍼 1
I 밑판 1

J1, J2, J3 타공심 3
K1, K2, K3 스프링 3
L1, L2, L3 C링 3

총 부품 수 24

Table 3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o the improve- 
ment of disc brake assembly methods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부품 종류 3개 3개

부품 수 8개 3개

조립 시간 약 32초 약 7초

Table 4 Three-holes punch of parts

한 개는 직접성 양방향 관계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볼트1부터 볼트6까지는 모두 같은 부품통합 가

능성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며 그 다음은 디스크, 
허브 순이다. 부품통합가능성이 가장 높은 볼트

가 통합된 자전거 브레이크 디스크 체결 방식은 

Fig. 5와 같은 관계기능구조를 갖는 시스템으로 

개발가능하고 이것은 한 개의 락링을 이용한 브

레이크 디스크 체결 방식과 유사하다.
실제 락링을 이용한 브레이크 디스크의 체결방

식을 따르는 제품의 형상은 Fig. 6과 같다.
여섯 개의 볼트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디스크를 

결합하는 방식을 한 개의 락링을 이용하여 브레

이크 디스크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분석기준에 의한 새로운 관계기능구조로부터 얻

을 수 있었고 실제로 실용화되어 있다.
브레이크 디스크를 결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4.2.2 삼공 천공기의 개선

삼공 천공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삼공 천공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관계기능구조를 분석하였다.
삼공 천공기와 이를 구성하는 부품은 Fig. 7과 

같다. 각각의 부품에 대하여 기호를 부여하고 이

에 따른 부품명과 수량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삼공 천공기 제품 전체를 시스템 경계로 정의

하고 구성 부품들에 대하여 관계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관계기능이 없거나 

역순의 중복된 관계 부품은 생략하였다.
Table 5의 관계기능 정보로부터 Fig. 8과 같은 

관계기능구조를 그릴 수 있으며 보다 간결한 표

현을 위해 부품명 대신 기호를 사용하였다. 분석

기준에 의하여 부품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Table 6에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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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관계 부품
관계기능

정보 종류 방향

베이스

(A)

레버

(B)

형상 : 베이스의 구멍 뚫린 면-레버의 구멍 뚫린 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레버의 원활한 작동

직접 ↔

핀

(C1, C2)

형상 : 베이스의 면에 뚫린 구멍-핀의 원통
작용 : 원통면 접촉
효과 : 레버의 원활한 작동

간접 ↔

E링

(D1, D2)

형상 : 베이스의 구멍 뚫린 면-E링의 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핀의 이탈 방지

간접 ↔

타공심 가이드

(E1, E2, E3)

형상 : 베이스의 안착 면-타공심 가이드의 밑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타공심 가이드의 안착 

직접 ↔

고정나사

(F1, F2, F3)

형상 : 베이스의 긴 구멍 뚫린 면-고정나사의 머리 밑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타공심 가이드 고정

간접 ←

종이 가이드

(G)

형상 : 베이스의 넓은 구멍-종이가이드의 면
작용 : 면 구속
효과 : 종이 가이드의 안착

직접 ↔

스톱퍼

(H)

형상 : 베이스의 넓은 구멍 안착 면-스톱퍼의 안착 면
작용 : 면 결합
효과 : 종이 가이드의 구속

간접 ←

밑판

(I)

형상 : 베이스의 아래 구멍 뚫린 테두리 면-밑판의 벽면 안쪽 후크
작용 : 후크 결합
효과 : 밑판 결합

직접 ←

레버

(B)

핀

(C1, C2)

형상 : 레버의 면에 뚫린 구멍-핀의 원통 면과 머리 밑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레버의 원활한 작동

직접 →

타공심

(J1, J2, J3)

형상 : 레버의 둥근 면-타공심의 윗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타공심의 원활한 작동

직접 →

핀

(C1, C2)

E링

(D1, D2)
형상 : 핀의 홈-E링의 홈작용 : 홈 결합
효과 : 핀의 이탈 방지

직접 ←

타공심 

가이드

(E1, E2, 

E3)

스프링

(K1, K2, K3)

형상 : 타공심 가이드의 중간면-스프링의 아래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스프링의 효과적인 압축

직접 ←

C링

(L1, L2, L3)

형상 : 타공심 가이드의 안쪽 윗면-C링의 윗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타공심의 구속

간접 →

타공심

(J1, J2, J3)

형상 : 타공심 가이드의 구멍-타공심의 원통면
작용 : 원통면 접촉
효과 : 타공심의 원활한 작동

직접 ↔

고정나사

(F1, F2, F3)

형상 : 타공심 가이드의 나사산-고정나사의 나사산
작용 : 나사산 결합
효과 : 타공심 가이드 고정

직접 ↔

스프링

(K1, K2, 

K3)

C링

(L1, L2, L3)

형상 : 스프링의 윗면-C링의 아랫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스프링의 효과적인 압축

직접 ↔

타공심

(J1, J2, J3)

형상 : 스프링의 내경-타공심의 원통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스프링의 좌굴 방지

직접 ↔

C링

(L1, L2, 

L3)

타공심

(J1, J2, J3)

형상 : C링의 홈-타공심의 홈
작용 : 홈 결합
효과 : 스프링의 효과적인 압축

간접 ←

종이 

가이드

(G)

스톱퍼

(H)

형상 : 종이 가이드의 아랫면-스톱퍼의 돌기면
작용 : 면 접촉
효과 : 종이 가이드의 원활한 작동

직접 ←

Table 5 Defining of relation functions(Three-holes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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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려

우선순위

관계 부품 

기호(명)
관계기능 

수

관계기능 

종류

1 I(밑판) 1 단방향 직접

2 H(스톱퍼)

2

단방향 간접

단방향 직접

3
D1, D2(E링) 단방향 직접

양방향 간접

F1, F2, F3
(고정나사)

단방향 간접

양방향 직접

4
G(종이 

가이드)
단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5 C1, C2(핀)

3

단방향 직접

단방향 직접

양방향 간접

6
L1, L2, 
L3(C링)

단방향 간접

양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7
K1, K2, K3

(스프링)

단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8
J1, J2, J3
(타공심)

4

단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9
E1, E2, E3

(타공심 

가이드)
5

단방향 간접

단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양방향 직접

10 B(레버) 6

단방향 직접

단방향 직접

단방향 직접

단방향 직접

단방향 직접

단방향 직접

11 A(베이스) 14 - 생략 -

Table 6 Type of relation functions

Fig. 8 Relation function structure of the three-holes 
punch

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부품통합을 고려하면 아

래와 같다.
(1) [밑판] 밑판은 하나의 관계기능을 베이스와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베이스와 밑판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2) [스톱퍼] 스톱퍼는 두 개의 관계기능을 갖

고 있으며 각각 베이스 부품과 종이 가이드 부품

과 관계가 있다. 이 중에서 베이스와 관계되는 

관계기능이 간접 관계기능이고 종이 가이드와 관

계되는 관계기능이 직접 관계기능이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베이스 부품과 관계되는 간접 관계기능

을 이동시키기가 유리하다. 그러므로 스톱퍼는 

종이가이드와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3) [E링] E링은 베이스와 핀에 각각 관계기능

을 갖고 있는데 베이스와 관계되는 관계기능은 

간접 관계기능이기 때문에 이동시키기가 유리하

다. 그러므로 E링은 핀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

였다.
[고정나사] 고정나사는 타공심 가이드와 베이스

에 각각 관계기능을 갖고 있는데 베이스와 관계

되는 관계기능은 간접 관계기능이기 때문에 이동

시키기가 유리하다. 그러므로 고정나사는 타공심 

가이드와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4) [종이 가이드] 종이 가이드는 앞서 스톱퍼

와 통합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품

과의 부품 통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5) [핀] 핀은 앞서 E링과 통합되는 것을 고려

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품과의 부품 통합은 고려

하지 않았다.
(6) [C링] C링은 타공심 가이드와 스프링, 타공

심과 관계기능을 갖고 있는데 타공심 가이드는 

앞서 고정나사와 통합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

에 C링과  타공심 가이드와의 부품 통합은 고려

하지 않았다. 대신에 C링은 스프링 또는 타공심

과 부품 통합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

는 스프링과의 부품 통합을 고려하였다. 이유는 

스프링의 부품 통합을 고려해서이다.
(7) [스프링] 스프링은 타공심 가이드와 C링, 

타공심과 관계기능을 갖고 있는데 타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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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려 

우선순위
통합을 고려한 관계 부품 통합 개념안

1 I(밑판) & A(베이스)

2 H(스톱퍼) & G(종이 가이드)

3

D1, D2(E링) & C1, C2(핀)

F1, F2, F3(고정나사) 
 & 

E1, E2, E3(타공심 가이드)

4 G(종이 가이드) & H(스톱퍼) △(상동) △(상동)
5 C1, C2(핀) & D1, D2(E링) △(상동) △(상동)

6 L1, L2, L3(C링) & K1, K2, K3(스프링)

7 K1, K2, K3(스프링) & L1, L2, L3(C링) △(상동) △(상동)

8 J1, J2, J3(타공심) & B(레버) 개념안 미도출

9 E1, E2, E3(타공심 가이드) &
 F1, F2, F3(고정나사) △(상동) △(상동)

10 B(레버) & J1, J2, J3(타공심) △(상동) △(상동)

11 A(베이스) 통합을 고려할 관계 

부품이 없음

Table 7 New concepts for parts integration(Three-holes punch)

는 앞서 고정나사와 통합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스프링과 타공심 가이드와의 부품 통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에 스프링은 C링 또는 타

공심과 부품 통합을 고려할 수가 있데 본 논문에

서는 C링과의 부품 통합을 고려하였다.
(8) [타공심] 타공심은 네 개의 관계 부품을 갖

고 있지만 레버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 부품들은 

앞서 다른 부품들과의 통합이 고려되었다. 그러

므로 타공심은 레버와 부품 통합을 이루는 것을 

고려하였다.
(9) [타공심 가이드] 타공심 가이드는 앞서 고

정나사와 부품 통합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관계 부품과의 부품 통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10) [레버] 레버는 앞서 타공심과 부품 통합을  

이루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관계 부품과의 

부품 통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11) [베이스] 베이스는 가장 많은 관계기능과 

관계 부품들을 갖고 있고 이미 관계 부품들은 모

두 부품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 부품들

과의 부품 통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부품통합이 고려된 관계기능구조를 다시 그리

면 Fig. 9와 같으며, Table 6의 부품통합 우선순위

에 따라 부품통합을 위한 개념안을 도출하여 

Table 7에 정리하였으며 그 개념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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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ew relation function structure of the 3-holes 
punch

Fig. 10 New concept of three-holes punch

기호 부품명 수량 부품명 수량

A 베이스 1 베이스* 1
B 레버 1 레버 1

C1, C2 핀 2 핀* 2
D1,D2 E링 2 - 0

E1, E2, E3 타공심 가이드 3 타공심 가이드* 3
F1, F2, F3 고정 나사 3 - 0

G 종이 가이드 1 종이 가이드* 1
H 스톱퍼 1 - 0
I 밑판 1 - 0

J1, J2, J3 타공심 3 타공심 3
K1, K2, K3 스프링 3 스프링* 3
L1, L2, L3 C링 3 - 0

총 부품 수 24 14

Table 8 New Three-holes punch of parts(*:design change)

은 아래와 같다.
(1) [밑판과 베이스] 밑판과 베이스를 일체화시

키고 종이를 천공할 때 발생되는 종이 조각을 

배출할 수 있도록 천공기 앞쪽에 배출구를 만들

었다.
(2) [스톱퍼와 종이가이드] 스톱퍼와 종이가이

드를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종이가이드에 판스프

링의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여 종이가이드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3) [E링과 핀] E링과 핀의 부품 통합은 E링과 

핀을 사용하는 대신에 리벳으로 대체하였다.
 [고정나사와 타공심 가이드] 고정나사와 타공

심 가이드의 부품 통합은 고정나사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타공심 가이드와 베이스의 면접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스프링을 구비시켰고 판스프

링 안쪽으로 돌기가 돌출되도록 하여 타공심 가

이드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4) [종이 가이드와 스톱퍼] 종이 가이드와 스톱

퍼의 부품 통합은 우선순위 (2)에서 진행되었다.
(5) [핀과 E링] 핀과 E링의 부품 통합은 우선순

위 3)에서 진행되었다.
(6) [C링과 스프링] C링과 스프링의 부품 통합

은 C링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스프링의 모양을  

원통형에서 고깔형으로 바꾸어서 스프링의 한쪽 

끝이 타공심의 홈 부위에 꽉 끼이도록 하였다.
(7) [스프링과 C링] 스프링과 C링의 부품 통합

은 우선순위 (6)에서 진행되었다.
(8) [타공심과 레버] 타공심과 레버의 부품 통

합에 대한 적절한 개념안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럴 경우 타공심과 레버는 다른 관계 부품과 통

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9) [타공심 가이드와 고정나사] 타공심 가이드

와 고정나사의 부품 통합은 우선순위 (3)에서 진

행되었다.
(10) [레버와 타공심] 레버와 타공심의 부품 통

합은 우선순위 (8)에서 진행되었다.
(11) [베이스] 베이스와 관계되는 부품들은 모

두 앞선 단계에서 부품 통합이 진행되었기 때문

에 베이스의 부품 통합을 위한 개념안 도출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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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 않았다.
Table 8과 Fig. 10은 부품 수가 감소된 새로운 

삼공 천공기의 부품수량과 개념도를 보여준다. 
구성 부품의 종류는 12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전

체 부품의 수량은 24개에서 14개로 줄었다.
이 개념도를 바탕으로 삼공 천공기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와 생산 공정, 그리고 제품의 

작동성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5. 결 론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에 관하여 관계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구조화한 후 분석기준에 따라 분

석을 하면 어떤 부품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분석기준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관계기능 

차이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예로 자전거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허브와 

결합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관계기능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이것으로부터 부품 수는 8
개에서 3개로 줄일 수 있고 조립 시간도 약 25초
를 줄일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삼공 천공기를 개선하는 설계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구성 부품의 종류는 12
개에서 7개로, 전체 부품의 수는 24개에서 14개
로 줄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즉 제품

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통합을 위한 관계기능구조

의 분석기준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통합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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