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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대부분의 생산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목적으로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자재소요계획)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품의 중단기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각 부품에 대한 단기 상세 일정 

계획을 생성한다. 이 경우, BOM(bills of material: 자재명세서)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모든 레벨에 대하여 자재소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산 리드타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그에 따라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MRP의 계획 대상을 

부분품 단위로 제한하고, 다양한 하위 부품을 가지는 부분품들에 대하여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스케줄링 대상들은 조립공정을 포함하는 다단계 작업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다단계 작업구조를 고려하여 최적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생산관리의 목적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에 대하여 효과적인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스케줄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작업장의 형태를 고려하기 위하여 유연 

생산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체 스케줄링 문제를 구성한다. 

 

구체적인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기에 앞서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는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혼합 정수 선형계획법) 모델을 제시하고 IBM ILOG CPLEX를 통하여 

수립된 모델이 올바른지 검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문제의 경우 높은 복잡성으로 인하여 MILP 모델을 통한 최적해의 도출은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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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과 관련하여 먼저,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으로 인하여 특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변수들을 선별한다. 이러한 특성변수들의 값을 입력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10개의 

디스패칭 규칙 중에서 문제 상황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의 규칙을 확률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정에서 후방제거 방식(backward elimination)으로 입력변수를 

선택하게 하여 스케줄링 규칙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는 변수들을 

선별해 내고 이들의 의미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계 선택, 작업 순서 결정, 공정 우선순위 결정 등의 세 

가지 부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복합적인 염색체를 설계한다. 이는 

작업의 다단계 구조 및 다양한 대안 라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제약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유효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설계된 염색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해를 개선할 수 있는 유전 연산자를 선택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한다. 또한, 전체적인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해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와 유전 연산 이후 단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좋은 스케줄링 성능을 나타내는 

초기해를 해집단에 일부 포함시키도록 하고, 유전 연산을 마친 이후에 

해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인 해의 성능을 

보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생산 스케줄링, 다단계 작업구조, 유연 생산시스템, 유전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디스패칭 규칙 선택 

 
학   번 : 2003 - 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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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은 다양한 종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부품을 가공하고 이들을 조립 또는 접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 이상의 자재와 설비 및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공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제품의 납기 준수 

등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단계의 생산계획 및 통제 기법(manufacturing planning and control)을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94]. 

 

오늘날 대부분의 생산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위하여 

전체적인 생산계획기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소구간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과정에서 변동을 관리하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면,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자재소요계획) 시스템을 활용하여 완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부품(part)의 

중단기 생산계획(mid- and short-term production plan)을 수립한 이후 

각 부품에 대한 단기 상세 스케줄링 계획을 생성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 

활동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많은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산관리 기법인 

MRP 시스템에서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에 대하여 

BOM(bills of material: 자재명세서)에 명시된 계층구조에 따라 각 

레벨(level)에 대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각 레벨에 대하여 

계획기간(time bucket)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의된 

부품의 가공시간에 여유시간을 더하여 계산된다. 

 

이와 같이 계획기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유시간으로 인하여 

완제품에 대한 생산 리드타임(production lead time)은 BOM의 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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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BOM의 레벨이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부품전개 

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10개의 계획기간을 먼저 설정한 후에 이들의 

합을 통하여 최종 제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전체 리드타임은 안정적인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추가된 여유시간들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되며, 생산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몇 개의 레벨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획기간 내에서 여러 단계의 하위 

작업을 포함하는 부분품을 대상으로 MRP의 부품전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RP를 통하여 얻어지는 생산계획은 일반적으로 월간 또는 주간에 

대한 중일정 계획(mid-term plan)으로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별 또는 

시간별로 수행되는 구체적인 공정에 대한 일정계획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작업장에서의 상세한 스케줄을 생성하기 위하여 각 부품별로 

생성된 생산 및 조달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스케줄링 기능을 

포함하는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고등 생산 및 

일정계획) 시스템을 사용한다. 

 

APS의 핵심 기능인 스케줄링은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에 존재하는 

가장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 중의 하나로서,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설비 및 자원을 하나 이상의 목적함수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9][70]. 이와 같은 스케줄링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고(allocation)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는(sequencing) 문제를 포함하며 [24], 복잡성과 높은 난이도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링 문제는 특히 MRP 

부품전개 과정 이후 다단계 공정 구조를 가지는 부분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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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기존 스케줄링 연구에서 다루는 선형 작업구조와는 달리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다단계 작업구조 대하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경우, 

조립공정 이전에 병렬적으로 처리 가능한 다양한 하위 공정들이 

존재함으로써 상위 레벨의 공정은 하위 레벨에 존재하는 모든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는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공정들 중에서 경우에 따라 어떤 공정은 가공을 마친 후에도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공정의 완료 여부에 따라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시작가능시간을 가지는 

작업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정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병행 

가능한 공정의 진척 정도가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또한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환경을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생산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단계 작업구조에 더하여 다양한 대안 라우팅 

(alternative routing)을 가지는 유연 생산시스템(flexible production 

system)을 스케줄링의 대상으로 한다. 유연 생산시스템에 대한 스케줄링 

문제는 각 기계에서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기 이전에, 각각의 공정이 

실제로 수행되는 기계를 하나로 선택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라우팅을 

유일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특정 공정에 대한 기계를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작업 순서 결정 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일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계 선택 

문제와 공정 순서 결정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해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을 활용하여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경우 작은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오랜 연산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작업장의 관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안에 비교적 좋은 해를 

구해내는 휴리스틱(heuristic) 접근법이 대상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21][65]. 디스패칭 규칙(dispatching rule)은 

복잡한 스케줄링 문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장점을 

지닌 가장 단순한 휴리스틱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의 단순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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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적용하기 쉬우면서도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디스패칭 규칙은 일반적으로 매우 단순한 생산시스템에 적용하여 

하나의 목적함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 

반면 복잡한 생산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디스패칭 규칙은 좋은 

성능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규칙이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인지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 중 하나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기존의 스케줄링 데이터로부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입력변수(input variable)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규칙들을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디스패칭 규칙을 확률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케줄링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디스패칭 

규칙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규칙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적해와 

비교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보다 개선된 스케줄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한 염색체의 

설계와 다양한 유전 연산의 선택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먼저, 염색체 설계의 경우 유연 생산시스템에서의 기계 선택 문제와 

다단계 구조를 가지는 작업들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후, 이와 같이 설계된 

염색체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해집단을 생성하고 적합한 유전 연산자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스케줄링 연구는 유전 

알고리즘을 문제의 형태에 맞도록 적용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5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스케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해의 수렴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유전 

연산에 추가적으로 간단한 지역 탐색을 통하여 최종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연 생산시스템은 flexible job shop 혹은 

hybrid job shop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각종 기계 및 전자 제품의 

조립과 소요 부품의 가공 등에 대한 공정을 포괄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을 다루는 경우, 스케줄링 문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에 대한 범위를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공정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작업장에서 해당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여러 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는 기본적인 스케줄링 

문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job shop 스케줄링 문제에 parallel machine 

문제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유연성을 가진다. 

이와 달리 하나의 기계가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시스템의 유연성을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연성은 

각각의 기계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의 수에 따라 그 정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계가 모든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이를 full flexibility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의 기계가 

여러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대안 라우팅이 

존재하는 작업장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선형 작업구조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정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처리 가능한 선행 공정들이 

존재하는 다단계 작업구조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의 구조 또한 적절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생산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크게 가공(fabric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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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assembly)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공은 공정을 수행할 때 대상 부품 외에 추가적인 자재나 부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조립은 두 종류 이상의 자재 또는 

부품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 

문제가 가공공정 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는 기존의 job shop 생산 

시스템과 같이 라우팅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단계 작업구조는 조립 

공정을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생산 환경에 맞는 문제 구성을 위하여, 조립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계를 전체 작업장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생산시스템 및 작업구조를 바탕으로 

부분품 또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스케줄링 방법을 제시한다. 스케줄링 

방법으로는,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문제 상황에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제시한다. 이 경우 좋은 

성능의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스패칭 규칙에서 

보여지는 결과를 해집단에 반영하는 방안과 유전 알고리즘에 부분적인 

지역 탐색 방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과 유전 알고리즘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그림 1-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디스패칭 규칙을 대상 

문제에 적용하여 실제 스케줄을 생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스케줄링 상황에 맞는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이후 유전 알고리즘의 해집단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보다 좋은 초기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전체 스케줄링 과정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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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 이후의 내용에 대한 본문의 구성 및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대상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지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지난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생산 스케줄링에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 작업구조 및 유연 

생산시스템을 정의한다. 먼저, 다단계 작업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정 

간의 제약 및 스케줄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유연 생산시스템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스케줄링 문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 스케줄링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MILP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케줄링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여러 스케줄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에 대한 

결과를 나열하고 단순히 랭킹을 부여함으로써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여 스케줄링과 

관련된 특성변수들의 값에 따라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입력변수들을 바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입력변수에 따라 스케줄링 규칙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제시되는 문제 상황의 

입력변수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함수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규칙을 후보 규칙들 중에서 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장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를 가지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디스패칭 규칙보다 좋은 스케줄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대상 스케줄링 문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염색체를 설계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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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계된 염색체를 활용하여 보다 좋은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전 연산자를 선택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앞서 구현된 유전 알고리즘을 실행함에 있어서 

해의 수렴 속도 및 목적함수에 대한 해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을 가지는 초기해를 

포함하는 해집단을 구성하는 것과 유전 연산 이후에 일부 결과에 간단한 

지역 탐색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능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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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현황 및 분석 
 

 

MRP의 부품전개와 능력계획 또는 스케줄링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는 그동안 MRP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현장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거나 생산 

로트(lot)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RP보다는 스케줄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품전개를 보다 적은 수의 

레벨에 대하여 실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스케줄링을 통하여 수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하위 공정을 포함하는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단계 작업구조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기존의 스케줄링 연구들 중에서 유연 생산시스템과 다단계 작업구조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가정을 사용하거나 문제를 간소하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단계 

작업구조 또는 유연 생산시스템 중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조건은 고려하지 않거나 매우 단순화하여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거나 생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하는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적은 수의 간단한 

디스패칭 규칙들을 다루었다. 

 

2.1. 생산능력 기반 MRP 및 통합 생산계획 
 

유한 생산능력에 기반한 MRP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생산능력에 민감한 로트 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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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capacity-sensitive lot sizing problem)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고, 두 번째는 생산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로트 크기 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주로 로트의 크기를 계산함에 있어서 

생산능력에 대한 작업의 부하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로는 생산능력을 제약으로 가지는 MRP 시스템을 MIP 

(Mixed integer programming: 혼합정수계획법)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16]. 이들의 연구에서는 MIP의 문제 규모를 줄이면서도 도출된 

해가 최적을 유지하도록 제품 구조를 압축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Tardif et al. [91]은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면서 이에 MRP-C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MRP-C의 절차는 

생산능력이 통합된 LP(linear programming: 선형계획법)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그리드 휴리스틱(greedy heuristic)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모델은 로트 크기 결정과 관련된 제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MRP 모델들과 같이 동일한 리드타임의 구조를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Nagendra et al. [63]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리드타임 모델과 로트 크기 결정 규칙을 가지는 선형계획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한 생산능력 계획과 로트 크기 결정에 대한 동시적인 

절차가 MRP PCA(Progressive Capacity Analyzer)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로트 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생산능력 초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들을 생산능력 기반 MRP라고 

부른다. Hastings et al. [33]가 제안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가용한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앞에서부터 배치하여(forward loading) 

스케줄을 결정하는 schedule-based MRP를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각 

생산 주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결정하도록 

보장한다. Sum and Hill [89]은 생산능력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셋업을 

최소화하는 로트 크기의 조정뿐만 아니라 생산 주문의 시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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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들의 알고리즘에서는 셋업과 

재고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생산주문을 분할(split)하거나 합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Taal and Wortmann [90]은 생산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자재계획(Material planning) 단계에서 MRP 및 유한 생산능력 계획의 

통합 접근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성능에 대한 검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반면,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이들의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 또한 제시되었는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 솔루션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BOM과 라우팅이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scheme)를 

제시하였다 [92]. Na et al. [62]의 경우에는 기존의 BOM 구조에 

나타나는 제품 중심 정보를 공정 중심 정보로 변환하고 이에 대한 전개를 

수행함으로써 부품의 전개 과정에서 작업장의 생산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Lee et al. [51]의 연구에서는 부품전개 과정을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연산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2. 다단계 작업구조 스케줄링 문제 
 

다단계 작업구조를 포함하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job shop의 형태에 별도의 assembly station을 추가하여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의 성과를 실험하거나 다단계 구조에 보다 적합한 형태의 

디스패칭 규칙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작업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디스패칭 규칙만을 적용하여 좋은 

스케줄을 생성하는 것은 어렵다.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작업에 대한 디스패칭 규칙에 추가로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상위의 

의사결정 규칙들을 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ochette and Sadowski [78]는 작업순서 결정 규칙에 추가로 

유연하게 작업자들을 할당하는 규칙을 추가하고 mean flow time과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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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diness에 대하여 복합 규칙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Goodwin and Weeks 

[29]는 우선순위의 설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재생성 규칙(regeneration 

rule)을 제시하고, 여섯 가지의 디스패칭 규칙을 함께 조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조합 규칙을 적용하여 평균값과 관련된 

목적함수(mean performance measure)들에 대한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였다. 

 

다단계 작업이 가지는 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staging 

delay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 또한 

진행되었다. 이 때, staging delay는 하나의 작업에 속하면서 동일한 부모 

공정을 가짐으로써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공정들 중에 먼저 가공이 

완료된 후 나머지 공정이 완료되기를 기다림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의미한다. 

 

Adam et al. [7]은 즉각적인 조립이 이루어지는 assembly station을 

포함하는 job shop을 구성하고 다단계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staging 

delay를 설정함으로써 공정의 flow time과 staging delay를 합산한 평균 

리드타임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평균 리드타임을 

최소화하는 디스패칭 규칙이 가져야 할 속성으로 pacing, acceleration, 

structural dependency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우선순위 규칙의 조합을 제시하였다. pacing과 structural dependency에 

대한 측면은 제품 구조 내에 존재하는 작업의 개수 또는 가공시간에 따른 

RRO(Relative number of Remaining operations) 또는 RRP(Relative 

Remaining Processing time)를 통하여 하나의 작업구조 내에 속하는 

공정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acceleration 측면은 TWKR(Total 

Work Remaining Time)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작업에 속하는 공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된 TWKR-RRP 및 

TWKR-RRO 규칙은 flow time과 staging delay을 모두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리드타임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Huang [37]은 조립 공정을 다른 가공 공정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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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순서에 대해서 단순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하는 2단계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ASMF-SPT(assembly jobs first with shortest 

processing time as a tie-breaker)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규칙은 staging 

time 목적함수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Reeja and 

Rajendran [75]은 OSD(operation synchronization date)라는 컨셉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디스패칭 규칙을 제안하였다: 

OSD rule, TWKR-OSD rule, and ECT (earliest completion time)-OSD 

rule. 이 세 가지 규칙은 모두 flow time과 staging delay에 대하여 

OSD를 활용하지 않은 디스패칭 규칙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staging delay의 감소를 중요시 하는 연구들과는 달리 

Philipoom et al. [69]은 staging delay를 최소화하는 것은 작업의 flow 

time을 개선하거나 tardiness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신에 그들은 생산활동과 관련한 여러 속성(attribute)들을 

고려하는 IR(importance ratio)이라는 작업 순서결정 규칙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주요 스케줄링 지표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ardiness 관련 목적함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작업의 납기일 

또는 작업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납기일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들을 이러한 납기결정방식과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Adam et al. [8]의 연구에서는 multi-level job shop의 

스케줄링 문제에서 tardiness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가공시간, 대기시간, 리드타임, 임계경로 등의 정보에 맞는 

동적 coefficient를 생성하고 각각의 coefficient에 따라 생성된 납기일을 

기준으로 JDD(earliest job due date) 규칙과 OPNDD(earliest operation 

due date) 규칙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다단계 작업구조에 

대하여 작업의 리드타임과 tardiness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JDD 규칙이 

OPNDD 규칙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ob due date 및 operation due date 등에 대한 성능 평가는 

Philipoom et al. [68]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 역시 즉각적인 

처리 시간을 가지는 assembly operation을 포함하는 job shop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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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의 납기 관련 디스패칭 규칙과 3개의 progress milestone(job due 

date, assembly due date, operation due date)을 활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backward 방식으로 설정된 assembly due 

date와 operation due date는 job due date만을 활용한 결과에 비하여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 Reeja and 

Rajendran [76]은 조립 작업에 대하여 ODD(operation due date)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ODD와 결합하여 ODD rule, 

TWKR-ODD rule, JDD-ODD라는 세 가지 디스패칭 규칙을 

제시하였는데, 이 세가지 규칙은 tardiness 및 earliness와 관련하여 

그들이 제시한 평가 지표에 대해 모두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연구들과는 구분되는 목적함수의 측면에서 Mohanasundaram et 

al. [59]은 다단계 작업의 flow time, staging time 및 conditional 

tardiness의 최대값과 표준편차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개의 

디스패칭 규칙을 제시하였다. Natarajan et al. [64]의 경우에는 tardiness 

및 flow time 지표에 가중치를 추가하여 목적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몇 개의 규칙을 completion time 및  

finish time을 기준으로 생성하였다. 디스패칭 규칙과 제시된 목적함수 

간의 연관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성능의 우수성을 

뚜렷하게 보이기는 어려웠다. 

 

작업구조의 형태가 스케줄링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들이 몇 가지 특징적인 작업구조들에 적용되고 그에 

대한 성능이 평가되었다. Fry et al. [27]은 6개의 기계로 구성된 

assembly job shop을 대상으로 디스패칭 규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flat, 

tall 및 complex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제품 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들은 제품의 구조에 따라 적용된 디스패칭 규칙에 

성능의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Russell and Taylor [79]는 작업 순서결정 

규칙의 성능에 대하여 작업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flow time과 tardiness에 대한 



 

 16 

순서결정 규칙들이 보이는 성능의 순위(ranking)가 flat 구조와 tall 

구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Philipoom et al. [68]의 

경우에도 flat BOM을 가지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된 순서결정 규칙들이 

tall BOM을 가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좋은 결과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앞서 제시한 디스패칭 규칙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문제를 단순화 

시키기 위하여 조립 공정이 가지는 공정 시간을 없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제품의 라우팅을 실제 작업장의 기계 배치 순서와 유사하게 구성함으로써 

매우 제한된 상황의 스케줄링 문제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산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 작업장에 하나의 전용기계(dedicated 

machine)만이 존재하거나 동일한 병렬기계가 여러 대 존재하는 방식의 

job shop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안 라우팅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조립공정이 다른 가공공정들과 같이 가공시간을 

가지고 공정의 배치 및 실행 또한 다양한 대안 라우팅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수학적인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거나 발전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Jang et al. [41]은 다단계 

작업구조와 flexible job shop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전 알고리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flexible job shop이 동일한 병렬기계를 

가지는 job shop으로 표현됨으로써 생산시스템의 유연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대안 라우팅을 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유연 생산시스템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최적화와 관련하여, Park and Kim [66]은 WIP(work in 

process)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재고를 포함하는 재고유지비용(holding 

cost)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branch and bound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 스케줄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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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구성된 공정 흐름에 맞추어 제품의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문제의 

표현이 제한되었고, 제품의 주문이나 하나의 제품에 포함된 파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산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매우 작은 규모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최적화 기법보다는 휴리스틱 

방법들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진화적 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Chen and Ji [23]는 임의로 

우선순위가 부여된 공정들을 표현하도록 염색체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단계 작업의 스케줄링에 대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MIP 모델을 

통하여 얻은 최적해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보였다. Kim and Kim [44]은 

다단계 작업에 대하여 simulated annealing과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스케줄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들의 

결과에서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작업의 tardiness와 earliness의 

가중합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simulated annealing이 유전 

알고리즘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ongcharoen 

et al. [71]은 GAST(genetic algorithm-based scheduling tool)라 

이름을 붙인 스케줄링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스케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비가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진행된다. 또한 주어진 연산시간 안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전 알고리즘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parameter들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Kolish [46]은 다단계 작업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MIP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스케줄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list-

scheduling 휴리스틱을 제안하였다.  

 

2.3. 유연 생산환경을 고려하는 스케줄링 문제 
 

유연 생산환경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수행하는 

공정 및 기계를 선택하는 공정계획에 관련된 문제와 이후 가공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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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일정계획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경우, 보다 쉽게 

일정계획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매 시점에서 다양한 대안 라우팅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라우팅을 순서결정 이전에 미리 확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flexible job shop문제를 일반적인 job shop 스케줄링 

문제로 변환하여 각 공정의 우선순위만을 결정하는 문제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효과적인 기계 선택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실제로 스케줄을 생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동적 정보이기 

때문에 규칙을 미리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 

선택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 규칙이 별도로 개발된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메타 휴리스틱과 같은 휴리스틱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계 선택 및 

순서 결정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 [45]은 여러 대안 라우팅이 존재하는 job shop 환경에서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으로 산출된 결과들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동일한 생산 주문 내에 동일한 작업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디스패칭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를 선택하는 별도의 규칙은 

없이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이 할당된다. Brandimarte [17]은 

flexible job shop의 스케줄링 문제를 라우팅 문제와 job shop 스케줄링 

문제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디스패칭 

규칙과 tabu search 방법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전체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flexible job shop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범용 기계를 활용하여 높은 

유연성을 가지는 FMC(flexible manufacturing cell) 또는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에서 가공기계의 작업 순서를 결정할 때 디스패칭 

규칙을 활용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간략하게 

구분하여 보면, 하나의 우선순위 기준을 가지는 단순한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하여 순서를 결정하는 연구 [25][85][96][50][77]와 이러한 몇 

개의 디스패칭 규칙들을 조합하여 생성된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연구 

[20][49][28][57][72]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flow 

time과 tardiness 및 기계의 utilization과 관련된 지표들을 목적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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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 자체를 평가하는 연구 

외에도 라우팅의 유연성에 따라 스케줄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55][19].  

 

FJSP(flexible job shop scheduling problems)를 모델링하는 경우, 

대상 생산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용도 기계(multi-use machine)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안 라우팅이 생성될 수 있다. Fattai et al. [26]은 

작은 규모의 flexible job shop 문제에 대하여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접근법과 계층적인 접근법을 포함하는 두 개의 휴리스틱 

방법을 제안하였다. Hurink et al. [38]은 각각의 공정에 대한 기계 선택 

문제를 포함하는 job shop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tabu search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Kacem and Hammadi 

[43]는 기계 선택과 작업 순서 결정에 대하여 순차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계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L(approach by 

localization)을 적용하고, 이후 이러한 AL 결과를 활용하여 전체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화적 방법(evolutionary approach)을 

제안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기계 선택과 작업 순서 

결정을 동시에 포함하여 복잡한 스케줄링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염색체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스케줄링의 성능 향상을 위한 유전 연산자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Chen et al. [22]은 makespan을 최소화하는 

FJSP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 알고리즘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하여 각각의 개체들은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염색체 A는 문제의 라우팅 결정을 표현하게 되고, 

염색체 B는 각 기계에서의 공정이 수행되는 순서를 표현하게 된다. Moon 

et al. [60]은 다양한 대안 라우팅을 가지는 job shop 문제에 대하여 flow 

time 및 lateness와 관련된 목적함수에 대한 MILP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휴리스틱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계 할당과 작업 순서에 대한 염색체가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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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ezzella et al. [67]은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하고, 생성된 해집단에서 재생산(reproduction)을 

위한 개체들을 선택하고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함께 포함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4.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스케줄링 방법 
 

생산 일정 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39]. 그 중에서 디스패칭 규칙을 활용하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후보 규칙 

중에서 하나의 규칙을 선택하거나 기존 규칙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우선순위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규칙집합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초기의 연구로서, 다양한 주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2].  

 

Li and Olafsson [53]은 미리 생성되어 있는 생산 스케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 규칙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data-driven approach를 

사용하여 실제로 적용된 디스패칭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스케줄링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일 기계에서 단일 

공정으로 구성된 작업들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공정을 비교하여 이 

중 어떠한 것을 먼저 가공하도록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공시간과 

관련된 값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였다. 

 

Koonce and Tsai [47]는 job shop 환경에서 미리 생성된 

스케줄로부터 지식(knowledge)을 추출해내는 방법에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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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먼저,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makespan을 

최소화하는 스케줄을 생성하고 이러한 스케줄을 생성하기 위하여 공정의 

특징과 작업순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할 것을 가정함으로써 해당 

패턴을 발견하고 적합한 rule set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attribute-oriented induction methodology가 공정의 순서와 작업의 

특징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의 특징들로는 공정의 위치, 가공시간, 잔여 가공시간, machine 

loading 등이 발견되었다. Shahzad and Mebarki [83][84]의 연구에서는 

maximum lateness를 최소로 하는 목적함수에 대하여 tabu serach를 

적용하여 스케줄을 생성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rule set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Harrath et al. [31][32]은 job shop 환경에서 makespan을 

최소화하는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된 

결과를 decision tree를 사용한 지도학습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스케줄링과 관련된 속성(attribute)으로는 Process 

time(PT), Remain Process Time(RPT), Position of Operation in its 

Job(POJ), Time Length of a job(TLJ), Machine loading(ML)을 

고려하였다. 한편, Kumar and Rao [48]은 ant colony optimization을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하여 makespan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생성하고, 이러한 스케줄에 대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스케줄링 성능을 보일 수 있는 rule set scheduler를 

개발하였다.  

 

Metan et al. [56]은 생산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C4.5 

algorithm에 기반한 decision tree를 생성하고, 이를 통하여 구간별로 

CDRs(candidate dispatching rules: 후보 디스패칭 규칙) 중에서 하나의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규칙을 선택하고 decision 

tree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관리도(control chart)를 통하여 

적용 규칙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루어진다. 4대의 

기계로 구성된 일반적인 job shop 시스템에서 average tardine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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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스케줄을 생성한 결과 실시간으로 rule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함수에 대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였다. 

 

Shiue [86]는 실시간으로 스케줄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동적 디스패칭 규칙 선택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30개의 시스템 속성 중에서 분류 과정에 반영할 특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한 특징 선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이 동적인 디스패칭 규칙 선택을 위한 

분류 방법에 적용되었다. FMS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개별 스케줄링 

구간 (scheduling period)의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휴리스틱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다양한 목적함수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Sha and Liu [82]는 due date assignment 문제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TWK(total work contents) 방법에 대하여 allowance 

factor(k)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rule-based TWK 

due date assignment(RTWK)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dynamic job shop 

환경에서 스케줄링의 지식을 decision tree를 활용하여 추출하고 그에 

따라 k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TWK를 개선한 연구 결과를 디스패칭 규칙과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Baykasoğlu et al. [14]과 Baykasoğlu et al. [15]의 연구에서는 

genetic programming을 활용하여 입력 parameter에 따라 규칙을 

선택함으로써 복합적인 디스패칭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job shop에서 FIFO, EDD, SPT의 비교적 간단한 세 가지 

디스패칭 규칙 중 하나를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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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계 작업구조를 가지는 유연 생산환경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케줄링 문제는 MRP 부품전개 프로세스에 따라 

부품 전개의 대상이 되는 각 파트의 납기일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완제품에 대한 생산계획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각각의 파트를 정해진 납기일에 맞춰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tal tardiness를 주요 목적함수로 고려함으로써 지연 

작업으로 인한 전체 생산계획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의 형태와 이에 해당하는 제품 및 

부품들을 생산하는 유연 생산환경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생산의 흐름을 

기술한다. 또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체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표현하기 위하여 MILP formulation을 

제시한다. 

 

3.1. 대상 문제의 정의 
 

MRP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각 부품의 생산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서 하나 이상의 공정들을 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림 3-1]의 

예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는 A1의 2번과 4번 공정, 

A2의 1번 공정 그리고 B21의 2번 공정이 동일한 기계를 통하여 

가공되어야 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계획기간 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작업에 속하는 

공정들 간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에 속하는 공정들-A1 

작업의 2번 공정과 4번 공정- 간의 우선순위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 

스케줄을 생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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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BOM 전개 이후 스케줄링 입력 
 

 

[그림 3-1]에서 보여지는 다단계 작업구조로 인하여 조립 공정과 

같은 몇 가지 공정들은 복수의 선행 공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공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작업에 속하는 공정들 중에서도 동시에 

진행 가능한 공정들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에 

속하는 공정들 간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동시 진행 가능한 작업 내 

공정들 간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공정과 조립공정을 모두 포함하며, 각각의 공정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flexible job shop을 고려한다. 

이 경우, 각 공정의 가공시간은 수행 가능한 기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flexible job shop의 특징을 반영하여 생성된 라우팅 구조는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작업구조는 [그림 3-3]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3-2]에 보이는 라우팅 구조에서 다양한 대안 라우팅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계에서 공정의 가공 순서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대안 라우팅들 중에서 하나의 라우팅을 선택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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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라우팅 구조 

 

 
[그림 3-3] 다단계 작업구조 

 

 

3.2. MILP 모델링 및 검증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다단계 작업구조와 flexible job shop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된 스케줄링 문제를 수리적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MRP를 통하여 결정된 각 부품에 대한 납기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total tardiness가 최소화 되도록 목적함수를 

설정한다. 

 

3.2.1. 기본 표기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링 문제를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표기법(notation)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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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인덱스> 

 

𝐼 : 작업의 총 개수 

𝐾  : 기계의 총 개수 

𝑖 : 작업 인덱스 (𝑖 =  1, 2, … , 𝐼) 

𝑗 : 공정 인덱스 (𝑗 =  1, 2, … , 𝐽𝑖) 

𝑘 : 기계 인덱스 (𝑘 =  1, 2, … ,𝐾) 

𝐽𝑖 : 각 작업 𝑖의 공정 개수 

𝑤𝑖 : 각 작업 𝑖의 tardiness에 대한 가중치 

𝑂𝑖𝑗 : 각 작업 𝑖의 𝑗 번 공정 

𝑑𝑖 : 각 작업 𝑖의 납기 

𝑡𝑖𝑗𝑘 : 기계 𝑘에서 공정 𝑂𝑖𝑗의 가공 시간 

∅𝑖𝑗 : 공정 𝑂𝑖𝑗의 부모공정에 대한 인덱스 

𝐿 : 대수(large number) 

𝐹 : 각 작업의 최종 공정 인덱스들의 집합 

𝑎𝑖𝑗𝑘   : 공정 𝑂𝑖𝑗의 수행 가능 기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됨, 

𝑎𝑖𝑗𝑘 =  �1, 공정 𝑂𝑖𝑗를 기계 𝑘에서 수행할 수 있을 때
0, otherwise                                                           

� 

 

 

<결정 변수> 

 

𝑋𝑖𝑗𝑘𝑝 =  �1, 공정 𝑂𝑖𝑗가 기계 𝑘의 𝑝 번 째 순서에 할당되었을 때
0, otherwise                                                                             

� 

𝑌𝑖𝑗𝑘 =  �1, 기계 𝑘가 공정 𝑂𝑖𝑗를 수행하도록 선택되었을 때 
0, otherwise                                                                         

� 

𝑆𝑖𝑗 : 공정 𝑂𝑖𝑗의 시작시간 

𝑃𝑠𝑖𝑗 : 기계 선택 완료 후 결정된 공정 𝑂𝑖𝑗의 가공 시간 

𝑅𝑘𝑝 : 기계 𝑘에서 𝑝 번 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작준비 시간 

𝑃𝑘 : 기계 𝑘에 할당된 공정의 개수 

𝑇𝑖 : 작업 𝑖의 tar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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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ILP 모델 

 

3.2절에서 정의한 문제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스케줄링 문제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MILP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산자원 및 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생산 스케줄을 생성하는 시점에서 모든 기계는 가용하며 작업 

개시 이후 기계의 고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각각의 기계는 한 번에 하나의 공정만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공정은 하나의 기계에서 가공이 시작되고 중간에 다른 

공정에 의한 방해 없이 완료되어야 한다. 

 모든 공정은 수행 가능한 각각의 기계에 대하여 고유한 

처리시간을 가진다. 

 각각의 공정은 나누어 수행할 수 없으며 스케줄이 생성되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가지게 된다. 

 작업구조에 따라 공정들 간의 선후행 관계가 존재한다. 

 자재와 부품의 이동 및 기계의 setup 시간은 각 공정의 처리 

시간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들[5][26][41][60][66]에서 제시된 수리적 

모델의 특징과 위의 가정을 고려하여 MILP 모델을 작성하였다. 

목적함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납기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작업의 

tardiness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total weighted tardiness를 

최소화하도록 목적함수를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MILP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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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𝑤𝑖𝑇𝑖

𝐼

𝑖=1

 

 

subject to 

𝑇𝑖  –� 𝑆𝑖𝐽𝑖 + �𝑡𝑖𝐽𝑖𝑘

𝐾

𝑘=1

𝑌𝑖𝐽𝑖𝑘� ≥ −𝑑𝑖  ,          for all 𝑖                                                          (3.1) 

�𝑡𝑖𝑗𝑘

𝐾

𝑘=1

𝑌𝑖𝑗𝑘 =  𝑃𝑠𝑖𝑗  ,          for all 𝑖, 𝑗                                                                                  (3.2) 

𝑆𝑖𝑗 + 𝑃𝑠𝑖𝑗 ≤ 𝑆𝑖∅𝑖𝑗  ,          for all 𝑖 and 𝑗 ∉ 𝐹                                                                    (3.3) 

𝑅𝑘𝑝 + 𝑋𝑖𝑗𝑘𝑝𝑃𝑠𝑖𝑗 ≤ 𝑅𝑘(𝑝+1) ,          for all 𝑖, 𝑗, 𝑘 and 𝑝 = 1, 2, … ,𝑃𝑘 − 1                  (3.4) 

𝑅𝑘𝑝 ≤ 𝑆𝑖𝑗 + 𝐿�1 − 𝑋𝑖𝑗𝑘𝑝�,          for all 𝑖, 𝑗, 𝑘, 𝑝                                                               (3.5) 

𝑅𝑘𝑝 + 𝐿�1 − 𝑋𝑖𝑗𝑘𝑝� ≥ 𝑆𝑖𝑗  ,          for all 𝑖, 𝑗, 𝑘, 𝑝                                                              (3.6) 

𝑌𝑖𝑗𝑘 ≤ 𝑎𝑖𝑗𝑘  ,          for all 𝑖, 𝑗, 𝑘                                                                                             (3.7) 

�𝑌𝑖𝑗𝑘

𝐾

𝑘=1

= 1 ,          for all 𝑖, 𝑗                                                                                               (3.8) 

�𝑋𝑖𝑗𝑘𝑝

𝑃𝑘

𝑝=1

= 𝑌𝑖𝑗𝑘  ,          for all 𝑖, 𝑗, 𝑘                                                                                    (3.9) 

��𝑋𝑖𝑗𝑘𝑝 = 1
𝐽𝑖

𝑗=1

𝐼

𝑖=1

 ,          for all 𝑘, 𝑝                                                                                 (3.10) 

𝑇𝑖  ≥  0 ,          for all 𝑖                                                                                                        (3.11) 

𝑆𝑖𝑗  ≥  0 ,          for all 𝑖, 𝑗                                                                                                    (3.12) 

𝑅𝑘𝑝  ≥  0 ,          for all 𝑘, 𝑝                                                                                                (3.13) 

𝑃𝑘  ≥  0 , for all 𝑘                                                                                                       (3.14) 

 

모델에서 보여지는 각각의 제약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번 

제약은 (3.11)번 제약과 함께 각 작업(𝑗𝑖)의 tardiness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중합이 전체 목적함수가 된다. (3.2)번 제약은 각 공정(𝑂𝑖𝑗 )을 

수행할 기계를 선택한 이후의 가공시간을 나타내며, (3.3)번 제약은 

다단계 작업구조로 인한 선후관계에 따라 요구되는 선행 공정이 모두 끝난 

후에 후행 공정이 시작될 수 있음을 표현한다. (3.4)번 제약은 각각의 

기계가 한 번에 하나의 공정만을 정해진 순서대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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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제약과 (3.6)번 제약은 공정 𝑂𝑖𝑗가 기계 𝑘 의 p 번 째 가공순서에 

할당된 경우, 기계 𝑘의 시작준비 시간(ready time)에 공정 𝑂𝑖𝑗의 가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공정에 대한 가용 기계들은 (3.7)번 

제약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 중에서 딱 하나의 기계만이 (3.8)번 제약을 

통하여 유일하게 선택된다. (3.9)번 제약과 (3.10)번 제약을 통해 각각의 

공정은 단 하나의 기계에서 특정 순서에만 가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3.12)번, (3.13)번, (3.14)번 제약은 각각 공정의 시작 시간(start time), 

기계의 시작준비 시간 그리고 각 기계에 할당되는 공정의 수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다. 

 

3.2.3. MILP 모델 검증 

 

앞서 제시한 MILP 모델에 오류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간단한 

문제에 대한 최적해를 ILOG CPLEX를 활용하여 구해보도록 한다. 3.2절의 

[그림 3-2]와 [그림 3-3]에서 보여지는 예제를 통하여 스케줄링 문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LP 

모델에 대하여 ILOG CPLEX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인 성능 개선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3.2.2에서 제시한 MILP 모델은 선형 모델이긴 하지만 각각의 기계에 

어떠한 공정들을 할당하게 되는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각 

공정의 시작준비 시간(𝑅𝑘𝑝)에 대한 길이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간단하게 ILOG CPLEX를 적용하기 위하여 작업 시간이 0인 

dummy operation을 삽입하여 길이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해를 

탐색함으로써 최적해를 구하였다. 최적화 관점에서 이와 같이 문제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column 

generation과 같은 방법[13][95]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고려하도록 한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각각 ILOG CPLEX와 ILOG CP 



 

 30 

Optimizer를 통하여 생성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이 경우 각 작업의 

tardiness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였으며, 이 경우 total 

tardiness를 2로 하는 최적 스케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4]와 

[그림 3-5]를 통하여 job 1의 마지막 공정이 납기보다 2만큼 늦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와는 달리, job 1의 tardiness에 대하여 가중치가 

크게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케줄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job 1에 0.8, job 2에 0.2의 weight를 부여하여 실행하는 경우 job 

2가 납기보다 3만큼 늦어져서 total tardiness가 0.6이 되는 경우에 최적 

스케줄이 된다.  

 

 

 

 

 

 

[그림 3-4] CPLEX 실행 결과: weight = 1:1 
 

 

[3-5] CP Optimizer 실행 결과: weight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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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디스패칭 규칙 선택 
 

 

일반적으로 디스패칭 규칙은 단일 기계 또는 단일 공정 작업 등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목적함수에 대하여 적합한 규칙이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SPT(shortest processing time) 규칙은 mean 

flow time, mean tardiness 등과 같이 작업 시간과 관련하여 평균값을 

활용하는 지표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며 [34], 

CR(critical ratio)에 따른 우선순위는 on-time delivery와 관련된 경우의 

성능을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또한, SPT와 관련된 

규칙들은 많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며 작업장의 작업 부하 

수준과 due date tightness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21][34][40][73]. 

 

하지만 SPT와 관련된 규칙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의미는 최적에 가까운 해를 구한다는 측면 보다는 다른 규칙에 비하여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SPT 관련 규칙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단순 우선순위 규칙도 다양한 문제상황 및 성능평가 

지표에 대하여 지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며, 몇 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서로 상반되는 성능을 보이기는 경우도 있다 [40]. 이와 

관련하여 Green and Appel [30]은 목적함수에 대한 우선순위 규칙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개의 요소들을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영향 

요인(external, internal and influence factors)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성능 지표에 따라 편향된 결과를 보이는 스케줄링 규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디스패칭 규칙에 대한 수정 또는 조합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Baker and Bertrand [10]가 제안한 MDD(Modified Due Date) 

규칙과 Caroll [18]이 제시한 COVERT(delay Cost OVER remaining 

Time) 규칙 등이 이러한 수정 스케줄링 규칙의 초기적 연구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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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Barman [12]의 연구에서는 4가지 비용 요소를 고려하여 디스패칭 

규칙 및 이들의 조합이 스케줄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보다 나은 문제의 표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능 지표를 한꺼번에 

고려해 볼 수 있다 [93]. 이 경우, 복수의 지표를 한꺼번에 고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성능 지표에 대한 가중합으로 구성된 비용함수를 생성 

하고 이를 목적함수로 구성할 수 있다 [35][65]. 이와 같이 비용에 

기반한 목적함수를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비용 

항목과 해당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스패칭 규칙을 작용하는 

것이 기존의 작업시간 기반 디스패칭 규칙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게 된다 [36][42][80][81].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할 

경우 디스패칭 규칙을 통해 생성된 스케줄은 최적해와 비교하였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상 목적함수뿐만 아니라 주문 및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칙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 및 유연 생산시스템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여러 후보 규칙들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 방법 중에서 기본적인 통계적 방법 중 하나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하여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들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한 결과는 5장에서 제시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그림 4-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1]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 및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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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스패칭 규칙의 적용 
 

2장에서 소개한 과거의 연구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디스패칭 규칙을 제안하는 연구는 드물다. 다단계 작업구조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디스패칭 규칙들에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단계 구조에 맞도록 변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유연 생산시스템을 대상으로 대안 라우팅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기계 선택 규칙을 개발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디스패칭 규칙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기계가 작업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해당 대기열(machine queue)에서 기다리고 있는 공정들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행할 공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연 생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라우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계에 대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가상의 

대기열을 가정하였을 때 하나의 공정이 여러 기계의 대기열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로 대기중인 공정들은 특정 시점에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기계가 확정이 되는 순간 나머지 기계의 대기열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림 4-2]는 앞선 3장의 [그림 3-2]와 [그림 3-3]의 예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t=2라는 시점에서 수행 

가능한 공정은 1번 작업의 4번 공정(1,4)과 2번 작업의 2번(2,2), 3번 

공정(2,3)이 있다. 이 때, 1번 기계에서 특정 우선순위(현재 예제에서는 

SPT로 설정함)에 따라 (2,3)을 가공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공정은 

1번 기계의 스케줄에 추가가 되고 2번 기계의 대기열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공정에 대한 기계의 선택 및 공정의 순서 결정은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기계의 선택은 공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각 

대기열의 공정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한다.  



 

 

 
 

 

 

 
[그림 4-2] 공정 할당 및 대기열 업데이트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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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생산 주문 및 작업에 대한 정보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링 문제에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스케줄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표 4-1]과 

같이 선별하였다. 따라서 대상 문제에 대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특성 변수들에 따라 규칙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한다. 먼저, 주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투입 작업과 이에 

따른 전체 공정의 개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스케줄링 문제의 전체 

규모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의 적용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다단계 작업구조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27][79]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되는 작업을 tall 구조와 flat 구조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한 후 

디스패칭 규칙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일반화하여 작업의 구조를 표현하는 변수로서 작업당 평균 공정 

개수, 최대 레벨의 수, 자식 공정의 최소 및 최대 개수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기존 연구에서 

보여지는 tall 구조는 레벨이 많고 자식 공정의 수가 적은 경우로 표현되며, 

flat 구조는 반대로 레벨이 적고 자식 공정의 수가 많은 경우로 표현된다. 

 

 

[표 4-1] 스케줄링 문제 특성 변수 
정보 내역 특성 변수 

주문 정보 
투입 작업 개수 

전체 투입 공정 개수 

작업구조 정보 

작업당 평균 공정 개수 

최대 레벨의 수 

자식 공정의 최소 개수 

자식 공정의 최대 개수 

공정가공 정보 

평균 가공시간 

공정당 평균 가능 기계 대수 

작업 내 가공시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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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가공 및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각 주문에 포함된 

공정들의 평균 가공시간과 공정당 평균 가능 기계의 대수, 작업 내 

가공시간의 범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정당 평균 가능 기계의 대수는 

각 생산 주문에 포함된 전체 공정들에 대하여 하나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의 수를 평균으로 나타낸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이 높을수록 

생산시스템의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작업 내 가공시간의 범위는 

작업에 포함된 공정의 최대 가공시간과 최소 가공시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범위(range) 값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공정 간의 가공시간이 균형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1.2. 후보 규칙의 선정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절의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계 선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공정의 다른 

속성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생성하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작업의 다단계 구조로 인하여 기존의 우선순위 규칙의 의미를 다단계 

구조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의 

가공 시간, 잔여 공정의 개수 및 가공시간, 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표 4-

2]에 나타나는 10개의 디스패칭 규칙을 후보 규칙으로 고려한다.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공정 

𝑂𝑖𝑗 의 가공시간은 하나의 대상 기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값인 

𝑡𝑖𝑗 를 가지게 되지만, 우선순위의 비교를 위하여 그 외의 공정에 대한 

가공시간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기계가 확정되지 않다. 따라서, 

해당 공정을 가공할 수 있는 전체 경우에 대한 평균가공시간 ( 𝑡𝚤𝑘���� )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계산하게 된다. 

 

  



 

 38 

 
 

 

 

 

 

 
[표 4-2] 후보 디스패칭 규칙 

디스패칭 규칙 우선순위(priority) 

SPT 

(shortest processing time) 

tij 

작업 i의 공정 j에 대한 가공시간 

EDD 

(earliest due date) 

di 

작업 i의 납기일 

LTRO 

(least total remaining operations) 

작업 i에서 현재 가공되지 않은  

모든 공정의 수 

MTRO 

(most total remaining operations) 

작업 i에서 현재 가공되지 않은  

모든 공정의 수 

LROB 

(least remaining operations on branch) 

현재 공정에서 최종 공정에 이르는 

경로 상에 존재하는 공정의 수 

MROB 

(most remaining operations on branch) 

현재 공정에서 최종 공정에 이르는 

경로 상에 존재하는 공정의 수 

LWKR 

(least work remaining) 

tij + � tık���
k∈remaining operaions 

in job j

 

MWKR 

(most work remaining) 

tij + � tık���
k∈remaining operaions 

in job j

 

SLACK 

(least slack time) 

di − tij −  � tık���
k∈remaining operaions 

in job j

 

MDD 

(modified due date) max

⎩
⎪
⎨

⎪
⎧

di, tij + � tık���
k∈remaining operaions 

in job j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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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정의 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정의 가공순서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가공을 시작하지 않은 전체 잔여 공정을 고려하는 

경우(LTRO, MTRO)와 현재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 이르는 

경로(path)에 존재하는 잔여공정을 고려하는 경우(LROB, MROB)로 

나누어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구성하였다. 잔여 작업시간(work remaining)의 경우에는 각각의 잔여 

공정에 대한 가공시간을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각 공정의 

평균가공시간을 계산하고 이들의 합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역시 우선순위를 잔여 공정시간이 적은 경우(LWKR)와 많은 

경우(MWKR)로 나누어서 디스패칭 규칙을 생성하였다. 

 

[표 4-2]에 제시된 디스패칭 규칙들은 실제로 지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목적함수의 종류 및 문제의 가정 등에 따라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디스패칭 규칙들이 

어떠한 경우에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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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스패칭 규칙 선택 방안 

 

특징적인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규칙과 자신들이 제안하는 규칙을 비교하거나 다양한 

규칙에 대하여 스케줄을 생성하고 규칙들의 순위(ranking)를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된 하나의 문제 상황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각 

규칙이 보이는 성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Job shop과 같이 복잡한 생산 공정에서 스케줄링과 관련하여 주문 및 

작업의 형태, 공정의 상태 등이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제한적인 상황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한 

디스패칭 규칙이 상이한 성능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와 유연 생산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디스패칭 규칙을 제안하는 대신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 중에서 스케줄링 문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한 가지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4.1.1에서 제시한 스케줄링 특성 변수들을 

예측변수로 하여 그 값에 따라 4.1.2에서 제시한 10개의 규칙 중 하나의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2.1. 디스패칭 규칙 선택과 데이터 마이닝 

 

SFCS(shop floor control system)에서 발생하는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동적으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도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 문제로 볼 수 있다 [86][88]. 

이는 각 스케줄링 상황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예측변수(또는 입력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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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이에 대한 반응변수(또는 출력변수)로서 각각의 디스패칭 규칙을 

분류하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도학습이란, 학습 데이터 

세트에 예측변수의 값들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반응변수들의 값이 함께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예측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반응변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87]. 이와 

같은 분류(classification)문제에 대해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활용하거나 [74] 통계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나무(DT: decision 

tree),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활용되었다. 2.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생성된 스케줄을 모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생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입력변수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거나 생성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적합한 방법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SVM의 경우 현재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분류 

(classification) 문제와 관련하여 높은 예측력으로 인하여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나 [54], 다항 비선형 문제(multiclass nonlinear problem)에 

대하여 실험방식 및 횟수의 결정, penalty parameter와 kernel 

parameter의 결정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최적의 분류 모형을 만드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통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 자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된 규칙을 바탕으로 이후의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규칙의 선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소 예측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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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수 있더라도 보다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통계적 방법 

중 하나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VM과는 달리 학습을 통하여 모델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는 없으나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에 대한 분류를 수행한 후 이를 다시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하여 빠른 시간 안에 새롭게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적합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회귀분석의 특징을 가지므로 입력변수에 대한 통계적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를 

검정 통계량을 통하여 파악해볼 수 있다. 

 

4.2.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속적인 값에 대한 추론 또는 예측을 목적을 하는 일반적인 다중 

선형 회귀 모델과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예측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되 선형회귀에서의 종속변수 Y를 범주형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87]. 결과변수에 있어서 범주형 변수가 가지는 의미는 관측치를 

클래스로 구분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각각의 

디스패칭 규칙이 하나의 클래스를 구성하게 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타겟 클래스가 2개인 이항(binary) 로지스틱 모형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디스패칭 규칙 중에서 하나의 규칙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에 

각각의 규칙에는 순서에 따른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목형 

클래스(nominal class)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87]. 먼저 수식 표현을 위하여 각각의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43 

𝑋 : 예측변수(독립변수) 

𝑌 : 결과변수(종속변수) 

𝑝 : 확률 

𝑞 : 예측변수의 개수 

β : 회귀계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관측값이 사전에 정의된 각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을 추정하고, 이들 관측값을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하여 확률값에 대한 분류기준값(cutoff)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과는 

달리 종속변수로 𝑌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log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타겟 클래스가 2개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logit을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류를 위한 두 개의 클래스를 클래스 1과 클래스 0라고 했을 

때, 클래스 1에 속하는 확률 𝑝를 구하면 이에 따라 클래스 0에 속하는 

확률은 1 − 𝑝가 된다. 이 때, 𝑝는 [0, 1]의 구간에서 임의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예측변수들에 대한 선형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𝑝 =  β0  +  β1𝑥1  +  β2𝑥2 +  … +  β𝑞𝑥𝑞                                                                (4.1) 

 

식 (4.1)과 같이 확률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우변이 [0, 1]의 구간 

내에 존재함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 (4.2)와 같이 독립변수들의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다.  

 

         𝑝 =  
1

1 + 𝑒−(β0 + β1𝑥1 + β2𝑥2+ … + β𝑞𝑥𝑞)                                                                      (4.2) 

 

식 (4.2)와 같은 형태를 로지스틱 반응함수(logistic response 

function)이라 하며, 이 경우 독립변수 𝑥1, 𝑥2, … , 𝑥𝑞가 어떠한 값을 가지든 

상관없이 우변의 값은 언제나 [0, 1]의 구간 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의된 로지스틱 반응함수를 바탕으로 odds라는 개념을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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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odds는 타겟 클래스 중에서 특정 클래스에 속할 측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값으로서, 클래스 1에 속하는 경우에 대한 odds는 클래스 0에 

속하는 확률에 대하여 클래스 1에 속하는 확률의 비(ratio)로 정의되며 

다음의 식 (4.3)과 같이 표현된다. 

 

         odds =  
𝑝

1 − 𝑝
                                                                                                              (4.3) 

 

이러한 odds는 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확률을 대신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odds 값으로부터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주어진 odds에 대하여 식 (4.4)와 같이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다.  

 

         𝑝 =  
odds

1 + odds
                                                                                                              (4.4) 

 

이 때, 식 (4.2)의 좌변을 식 (4.4)로 대체하여 odds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다음의 식 (4.5)와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된다. 

 

         odds =  𝑒β0 + β1𝑥1 + β2𝑥2+ … + β𝑞𝑥𝑞                                                                             (4.5) 

 

마지막으로, 식 (4.5)의 양쪽에 로그를 취함으로써 식 (4.6)과 같은 

표준화된 로지스틱 모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log (odds) =  β0  +  β1𝑥1  +  β2𝑥2 +  … +  β𝑞𝑥𝑞                                                (4.6) 

 

이 때, 식 (4.6)에서 나타나는 log(odds)를 logit이라 부르며, 이는 

−∞에서 ∞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과변수와 예측변수의 

관계를 이와 같이 logit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𝑞 개의 예측변수에 대한 

선형 함수로 모델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클래스가 

2개 이상인 경우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본 연구에서 

디스패칭 규칙 분류를 위하여 활용하는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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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예측변수만을 추려냄으로써 더 정확한 측정을 

수행하고 예측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특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는 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으로 인하여 회귀계수의 추정치들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예측변수를 사용하면 예측의 분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수를 선택하여 예측변수의 개수를 줄이고, 이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유의미한 예측변수를 추려내기 위해서는, 예측변수의 모든 조합에 

대한 회귀모델을 통하여 최적의 예측변수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전역탐색 

방법과 모델의 일부 조합을 통하여 찾는 부분탐색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탐색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부분탐색 방법을 통하여 

유효한 예측변수를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부분탐색 방법으로 

전방선택(forward selection), 후방제거(backward elimination), 단계적 

선택(stepwise selection)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방선택은 예측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모델에 포함시켜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때 예측변수의 중요도는 회귀 모델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가장 

크게 하는 데 기여하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수를 

포함시켜 회귀 모델을 적합한 후 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되는 예측변수에 대한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중단되게 된다. 후방제거는 반대로 모든 예측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에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경우, 일단 제거된 변수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포함되지 않는다. 전방선택과 마찬가지로 변수의 포함 및 불포함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하며, 제거 과정을 거친 후 남아있는 예측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 중단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선택의 

경우에는 전방선택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이미 선택된 변수들의 중요도를 

다시 한 번 검사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거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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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실험에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델의 성능에 있어서 구분되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후방제거 방식이 약간이나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여 

후방제거 방식에 의한 모델의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 상황에 대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4-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규칙 선택 과정에서 기존의 데이터들에 대하여 

입력 변수의 값에 따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디스패칭 규칙을 

확률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림 4-3]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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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실행 및 분석 

 

본 절에서는 4.1절과 4.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주문정보, 

작업정보, 공정정보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험의 설계 방안 및 실행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3장에서 정의한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스패칭 규칙을 

생성하고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4.3.1. 데이터 생성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과 관련한 실험은 4.1절에서 정리한 

특성변수들을 모델의 예측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디스패칭 규칙을 타겟 

클래스로 설정함으로써 설계할 수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해당 

생산 주문에 대한 특성변수들을 추출하고, 주문별로 10개의 디스패칭 

규칙을 각각 적용하여 10개의 생산 스케줄을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스케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된 목적함수로 고려하고 있는 

total tardiness에 대하여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을 

기록하여 이들을 결과변수 항목으로 설정한다. 개별 데이터의 형태에 대한 

예는 다음 [표 4-3]에 보여지는 바와 같다. [표 4-3]에서 보여지는 01번 

주문의 경우 V1 ~ V9에 해당하는 9개의 예측변수 값을 가지며, 이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규칙의 번호는 1번임을 나타낸다. 

 

 

 

[표 4-3] 입력변수 예시 
주문 V1 V2 V3 V4 V5 V6 V7 V8 V9 규칙 

01 39 3.9 2.79 2.64 2 2 4 10 4 1 

02 44 4.4 2.1 1.57 2 2 4 10 2 10 

03 33 6.6 2.99 2.36 3 1 3 5 4 9 

04 39 7.8 2.01 2.67 4 1 2 5 2 3 

05 40 8 1.98 1.58 4 1 2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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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수 V1 ~ V9와 대상 디스패칭 규칙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4.1절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으며, 본 절에서 제시하는 모델에서 활용한 

변수의 번호에 맞도록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측변수 

 V1: 전체 투입 공정 개수 

 V2: 작업당 평균 공정 개수 

 V3: 평균 가공시간 

 V4: 공정당 평균 가능 기계 대수 

 V5: 최대 레벨의 수 

 V6: 자식 공정의 최소 개수 

 V7: 자식 공정의 최대 개수 

 V8: 투입 작업 개수 

 V9: 작업 내 가공시간의 범위 

 

 

결과변수 

 1: SPT 

 2: EDD 

 3: LTRO 

 4: MTRO 

 5: LROB 

 6: MROB 

 7: LWKR 

 8: MWKR 

 9: SLACK 

 10: 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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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데이터 세트는 작업의 수, 작업구조의 레벨 및 자식 

공정의 수, 공정의 가공시간, 기계의 가공 가능 확률 등의 값을 임의로 

부여하여 생성하였으며 다음의 [표 4-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작업 

개수는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전체 작업의 개수를 의미하며, 레벨의 수와 

자식 공정의 수에 따라 하나의 작업에 대한 구조와 전체 주문에 포함된 

공정의 수가 결정된다. 기존 연구에서 보여지는 tall 구조와 flat 구조 및 

이들의 중간 형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레벨의 수와 자식 

공정의 수를 {2, U[2,4]}, {3, U[1,3]}, {4, U[1,2]}의 경우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공정의 가공 확률은 각각의 기계가 어떤 하나의 공정을 가공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며 모든 공정에 대해서 최소 1개의 가능 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각 기계는 가능 공정에 대해서 공정 

가공시간에 보여지는 범위 안에서 임의로 가공시간을 부여 받는다. 기계의 

대수는 일정한 작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경우에 대하여 4개로 

고정하였다. 전체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표 4-4]에서 보여지는 

항목들 중에서, 레벨의 수와 자식 공정의 수는 특정한 작업구조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씩 경우를 고정하고(ex. 레벨의 수가 2인 경우 자식 

공정의 수는 U[1,2])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의 모든 조합을 고려하여 

24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100개씩 총 2,400개의 생산주문을 

생성하였다. 

 

 

 

[표 4-4] 실험 데이터 생성 
데이터 항목 가능 데이터 값 

작업 개수 5, 10 

레벨의 수 2, 3, 4 

자식 공정의 수 U[1,2], U[1,3], U[2,4] 

공정 가공시간 U[1,3], U[1,5] 

공정 가공확률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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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을 위한 데이터 세트는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각의 

디스패칭 규칙에 따라서 스케줄을 생성하고 그에 따른 목적함수의 값을 

기록하여 생성하였다. 스케줄링 프로그램은 Microsoft Visual Studio C#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생성된 스케줄링 결과에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스케줄링 조건에 따른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은 SAS 9.3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연구의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목적함수는 total 

tardiness이므로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 결과를 

먼저 정리한다. 또한 여러 스케줄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목적함수인 

makespan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리한다. 이 두 가지 

목적함수는 서로 다른 성격을 띠므로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간단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4.3.1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실험을 위하여 총 2,400개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는데, 이 중에는 해당 주문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규칙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규칙에 따라 생성된 

스케줄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그에 따른 목적함수의 값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멀티 타겟(multi target)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타겟값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 그 수만큼 데이터를 복사하고 

각각의 데이터에는 구분되는 하나의 타겟값만 포함시키도록 함 

2) 여러 개의 타겟값이 나오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타겟값이 유일하게 

나오는 데이터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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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처럼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생성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입력변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타겟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적합 과정에서 노이즈(noise)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이즈는 없지만 실제로 생성된 주문 상황의 

데이터 중 상당 수를 제거하고 적합을 수행하므로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training set과 test set은 

80:20의 비율로 simple random selection 방식을 통하여 구분하였으며, 

현재 전체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test set도 

포함하여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변수선택은 모두 후방제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문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규칙이 

5개를 초과하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 데이터에서 제거하였다. 

 

total tardiness를 목적함수로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실험의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하였다: multi, multi-weight, single. 이는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하여 멀티 타겟을 포함시키는 경우(multi)와 제외 

시키는 경우(single), 그리고 포함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중복 삽입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multi-weight)를 의미한다. 

 

먼저 multi 케이스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중복되는 입력변수가 포함되므로 기존의 데이터보다 그 수가 늘어난 

3,308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중복을 포함하여 10개의 대상 규칙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빈도는 [표 4-5]와 같다. [표 4-5]를 

살펴보면, EDD(2)와 MDD(10)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LTRO(3)도 제법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MWKR(8)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MTRO(4), LROB(5), 

MROB(6)의 경우 매우 적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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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total tardiness: multi 규칙빈도 

Ordered 
Value 

TARGET 
Total 

Frequency 

1 10 770 

2 9 238 

3 7 224 

4 6 8 

5 5 38 

6 4 3 

7 3 590 

8 2 1084 

9 1 353 

 

 

 

[표 4-6] total tardiness: multi 변수선택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1 8 34.9463 <.0001 

v2 8 22.6732 0.0038 

v3 8 79.3730 <.0001 

v4 8 163.6925 <.0001 

v6 8 82.9797 <.0001 

v8 8 39.249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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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정에서 후방제거 방법으로 변수선택을 수행한 결과, V5, V7, 

V9이 제거되고 V1, V2, V3, V4, V6, V8 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표 4-6]과 같다. [표 4-6]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공정당 평균 가능기계 대수(V4)와 평균 가공시간(V3), 

자식공정의 최소 개수(V6)의 순서로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training set에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전체 

데이터의 20%에 해당하는 662개의 test set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한 

결과, 225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33.99%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때의 정확도는 실제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과 회귀 모델을 통하여 가장 높은 확률로 선택된 하나의 

규칙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험에서 

보여지는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서 실제 

데이터 중에서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타겟값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입력변수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규칙이 {2,10}과 같이 나오는 경우 

실제로는 2와 10 중에서 어떠한 규칙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기존에 입력된 test data에 결과가 2로 되어있는 경우 

10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많은 수의 예측변수와 반응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의 규칙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예측이 틀리는 경우에는 예측값으로 

나온 결과변수가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선택될 확률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개의 규칙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규칙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높은 확률을 가지는 

규칙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의 예시는 [표 4-7]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표 4-7] 규칙 선택 결과 예시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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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험 결과는 각각의 입력에 

대하여 각 10개의 규칙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될 확률을 표시하게 

된다. 이 때, 가장 높은 확률 뿐만 아니라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규칙을 

선택하도록 예측의 정확도를 확대하여 생각해보면 [표 4-8]과 같이 그 

결과를 정리해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데이터에 대하여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3위 안에 해당하는 규칙을 

선택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예측 정확도는 대략 78.7% 정도가 된다. 

 

멀티 타겟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손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test set의 결과에서 출력하는 타겟값이 최초에 생성된 data set에서 

복수의 타겟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타겟값의 집합에 속하면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실험을 위하여 마련한 

데이터에서 타겟이 {2,10}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2 또는 10으로 예측값이 

나오는 경우 모두 제대로 예측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과를 

보정한 결과 368개의 올바른 타겟값을 출력하여 55.59%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best 3에 속하는 규칙의 선택에 따른 정확도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2nd 규칙과 3rd 규칙으로 포함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69.94%와 82.78%의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표 4-8] total tardiness: multi 예측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선택 개수 225 169 127 

누적 정확도 0.3399 0.5952 0.7870 

 

[표 4-9] total tardiness: multi 보정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누적 선택 개수 368 463 548 

누적 정확도 0.5559 0.6994 0.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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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케이스의 경우에 중복된 데이터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복 데이터의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예를 들어, 데이터가 2개의 타겟값을 가지는 데이터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되는 데이터 세트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후방제거 방법에 의한 변수 선택의 결과는 가중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며 

각 변수에 대한 검정 통계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표 4-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multi 케이스와 동일한 test set을 적용하여 예측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225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33.99%의 정확도를 보였고, 멀티 타겟을 

가지는 데이터의 예측값을 보정한 경우 356개의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53.78%의 정확도를 보였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측 정확도를 best 3에 드는 규칙으로 

확장한 경우에 대한 결과는 [표 4-11]에 제시되었고, 멀티 타겟을 보정한 

경우의 예측 정확도는 [표 4-12]에 제시되었다.  

 

 

 

[표 4-10] total tardiness: weight 변수선택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1 8 33.0799 <.0001 

v2 8 24.1509 0.0022 

v3 8 58.3529 <.0001 

v4 8 154.7631 <.0001 

v6 8 72.5344 <.0001 

v8 8 36.6524 <.0001 

  



 

 57 

[표 4-11] total tardiness: weight 예측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선택 개수 225 172 123 

누적 정확도 0.3399 0.5997 0.7855 

 

[표 4-12] total tardiness: weight 보정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누적 선택 개수 357 478 562 

누적 정확도 0.5393 0.7221 0.8489 

 

 

중복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겟값이 중복되는 경우를 전부 

제외하고 타겟값이 유일하게 나온 경우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삭제되는 데이터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데이터보다 그 수가 

줄어든 1,729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합을 수행한다. 이 때, 10개의 

대상 규칙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빈도는 [표 4-1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EDD(2) LTRO(3)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SPT(1)와 MDD(10)도 서로 비슷한 정도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후방제거 방법으로 변수선택을 수행한 결과, multi의 케이스와 

동일하게 V5, V7, V9이 제거되고 V1, V2, V3, V4, V6, V8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표 4-14]와 같다. [표 4-

14]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공정당 평균 가능기계 대수(V4)가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서로 

간에 아주 큰 차이는 없이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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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total tardiness: single 규칙빈도 

Ordered 
Value 

TARGET 
Total 

Frequency 

1 10 263 

2 9 160 

3 7 152 

4 6 3 

5 5 19 

6 4 2 

7 3 334 

8 2 522 

9 1 274 

 

 

 

[표 4-14] total tardiness: single 변수선택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1 8 34.0516 <.0001 

v2 8 29.1208 0.0003 

v3 8 44.6769 <.0001 

v4 8 143.0834 <.0001 

v6 8 60.8063 <.0001 

v8 8 47.013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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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케이스에 대하여 전체 training set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전체 데이터의 20%에 해당하는 346개의 test 

set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한 결과, 130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37.57%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결과값을 

보정하기 전의 multi 케이스보다는 약간 높은 정확도를 보이게 된다. 

single 케이스에 대하여 best 3 규칙까지 예측 정확도를 확대한 결과는 

[표 4-15]와 같이 나타난다. 

 

total tardiness를 목적함수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test 정확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데이터의 부족 및 불균형 상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현재 data set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며 데이터의 빈도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여 모델이 잘 적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나은 data set 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타겟 클래스가 10개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대상 타겟의 수가 많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규칙들을 학습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대부분의 실험 조건에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므로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 실험을 통하여 조건에 

상관없이 나쁜 결과를 보이는 규칙들은 학습을 위한 training set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특히 학습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규칙들로 set를 구성해볼 수 있다. 

 

 

 

[표 4-15] total tardiness: single 예측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선택 개수 130 85 57 

누적 정확도 0.3757 0.6214 0.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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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가 makespan인 경우에 대해서도 total tardiness의 케이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multi 케이스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중복되는 입력변수를 포함하여 

3,268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합을 수행한다. 중복을 포함하여 10개의 

대상 규칙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빈도는 [표 4-16]과 같다. 

[표 4-16]을 살펴보면, SPT(1)와 MROB(6)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MTRO(4)와 LWKR(7)도 제법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나머지 규칙들은 매우 적은 빈도를 보인다. 

 

타겟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후방제거 방법으로 

변수선택을 수행한 결과, V1, V6, V7이 제거되고 V2, V3, V4, V5, V8, 

V9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표-

17]과 같다. [표 4-17]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공정당 평균 가능기계 

대수(V4)와 투입 작업 개수(V8) 등이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4-16] makespan: multi 규칙빈도 

Ordered 
Value 

TARGET Total 
Frequency 

1 10 87 

2 9 65 

3 8 108 

4 7 300 

5 6 758 

6 5 97 

7 4 534 

8 3 97 

9 2 85 

10 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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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makespan: multi 변수선택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2 9 46.6200 <.0001 

v3 9 49.2711 <.0001 

v4 9 449.5255 <.0001 

v5 9 77.6471 <.0001 

v8 9 165.9869 <.0001 

v9 9 38.1317 <.0001 

 

 

training set에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전체 

데이터의 20%에 해당하는 654개의 test set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한 

결과, 253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38.69%의 

정확도를 보였다. 예측 정확도에 대하여 best 3 규칙까지 범위를 확대한 

결과는 [표 4-18]과 같이 나타난다. total tardines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측값이 실제 데이터의 타겟값의 집합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올바른 

예측으로 결과를 보정한 결과 355개의 올바른 타겟값을 출력하여 

54.28%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best 3 규칙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표 4-19]와 같이 나타난다. 

 

 

[표 4-18] makespan: multi 예측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선택 개수 253 144 109 

누적 정확도 0.3869 0.6070 0.7737 

 

[표 4-19] makespan: mult 보정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누적 선택 개수 355 507 585 

누적 정확도 0.5428 0.7752 0.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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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0] makespan: weight 변수선택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2 9 37.4006 <.0001 

v3 9 37.4775 <.0001 

v4 9 371.0517 <.0001 

v5 9 59.7089 <.0001 

v8 9 133.6008 <.0001 

v9 9 30.9920 0.0003 

 

 

중복된 타겟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후방제거 방법에 의한 변수 선택 결과는 [표 4-2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test set을 적용하여 654개의 test set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225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39.14%의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이 경우에도 가중치의 활용이 예측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1]과 [표 4-22]에서 

나타나듯이, best 3 규칙의 정확도로 확장을 한 경우에도 가중치의 활용이 

예측 정확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4-21] makespan: weight 예측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선택 개수 256 144 109 

누적 정확도 0.3914 0.6116 0.7783 

 

[표 4-22] makespan: weight 보정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누적 선택 개수 357 501 582 

누적 정확도 0.5459 0.7661 0.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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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타겟값이 유일하게 나온 경우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하면, 기존의 데이터보다 그 수가 줄어든 1,747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합을 수행한다. 이 경우, 10개의 대상 규칙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빈도는 [표 4-23]과 같다. [표 4-23]을 살펴보면, 

SPT(1)가 가장 높은 빈도로 관측되며, MROB(6)와 LWKR(7)이 어느 

정도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후방제거 방법으로 변수선택을 수행한 결과, V1, V6, V7이 제거되고 

V2, V3, V4, V5, V8, V9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표 4-24]와 같다. [표 4-24]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공정당 평균 가능기계 대수(V4)와 투입 작업의 개수(V8)이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의 빈도나 변수의 영향력 등은 multi 케이스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3] makespan: single 규칙빈도 

Ordered 
Value 

TARGET 
Total 

Frequency 

1 10 11 

2 9 27 

3 8 44 

4 7 148 

5 6 366 

6 5 29 

7 4 249 

8 3 30 

9 2 13 

10 1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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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makespan: single 변수선택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2 9 31.8724 0.0002 

v3 9 29.2093 0.0006 

v4 9 303.1211 <.0001 

v5 9 45.6029 <.0001 

v8 9 108.4777 <.0001 

v9 9 27.9135 0.0010 

 

single 케이스에 대하여 전체 training set에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전체 데이터의 20%에 해당하는 350개의 test 

set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한 결과, 174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올바른 

타겟값을 산출하여 약 49.71%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 4-25]는 best 3의 

범위에서 보여지는 예측 정확도를 나타낸다.  

 

makespan을 목적함수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예측 정확도가 total tardiness의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델의 적합 능력이 꼭 우수하다기 보다는 하나의 규칙(SPT) 이 

나타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함수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디스패칭 규칙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4-25] makespan: single 예측 정확도 

  1st 규칙 2nd 규칙 3rd 규칙 

선택 개수 174 77 43 

누적 정확도 0.4971 0.7171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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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제한된 입력변수에 대한 실험 결과 

 

4.3.2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의 결과는 전체 8개의 입력변수에 

대하여 10개의 디스패칭 규칙을 타겟 클래스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이 

경우, 노이즈로 인한 분석의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변수를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제외하고, 영향력이 높은 

예측변수를 세 개만 추려서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total tardiness 목적함수에 대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분류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항목들은 공정당 평균 가능기계 

대수(V4), 평균 가공시간(V3), 자식공정의 최소개수(V6)로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유연 생산시스템과 다단계 

작업구조라는 두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서, 이에 대한 

특징들이 규칙의 선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작업구조 상의 자식 공정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선행공정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와 공정당 평균 가능기계 대수가 증가하여 

대안 라우팅의 가짓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규칙의 선택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 

 

 

 

[표 4-26] total tardiness: 변수 제한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3  8  105.5915  <.0001  

v4  8  157.0608  <.0001  

v6  8  407.896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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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ardiness를 목적함수로 하는 경우 전체 data set에 대하여 세 

가지 입력변수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한 결과는 [표 4-26]과 같이 

나타난다. 이 경우 보정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최우선 규칙을 기준으로 

하는 예측 정확도는 33.53%로 8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예측을 수행하였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해당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data set 중에서 작업 및 이에 따른 공정의 수가 비교적 일정한 경우의 

데이터를 모아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제한된 작업의 수로 인하여 

대상 데이터는 1,387개가 되며 이 때 세 가지 입력변수에 대한 실험의 

수행 결과는 [표 4-27]과 같다. 이 경우 보정을 하기 전의 최우선 규칙의 

예측 정확도는 42.8%로 크게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작업의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작업의 구조 및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작업의 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문량이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대하여 

작업구조 및 공정의 유연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7] total tardiness: 변수 제한/데이터 제한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DF  
Wald 

Chi-Square  
Pr > ChiSq  

v3  6  20.5645  0.0022  

v4  6  91.5253  <.0001  

v6  6  188.957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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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케줄링 방법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전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염색체의 집단과 적합도에 따른 선택 및 교차와 변이 등의 

유전 연산을 포함하게 된다 [58]. 따라서,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염색체(chromosome)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유전 연산자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주로 고려한다[61]. 

 

1) 기계 선택, 작업 순서 결정 및 공정 우선순위 부여를 한꺼번에 

모두 포함하여 전체 스케줄링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염색체의 설계 방안 

 

2) 최종해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전 연산을 통하여 보다 좋은 해를 

찾아가는 수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해집단의 생성 방안 

 

3) 더 좋은 스케줄링 성능을 얻기 위한 유전 연산자의 선택 및 구현 

방안 

 

5.1.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 

 

job shop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작업들의 순서를 나열함으로써 염색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작업구조와 다양한 대안 

라우팅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된 염색체를 

활용한다. 전체 염색체는 세 개의 부분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 

염색체들은 각각 기계 선택, 작업 순서 및 공정 우선순위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염색체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림 5-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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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염색체 구조 

 

 

5.1.1. 염색체의 설계 

 

각각의 부분 염색체는 모두 동일한 개수의 유전자(gene)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일정 계획의 대상이 되는 전체 

공정의 개수와 같다. 기계 선택 및 공정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염색체에서 

각 유전자의 위치는 특정 작업의 특정 공정을 의미하며, 작업 순서 부분 

염색체에서는 기계에 투입되는 순서를 의미한다. 부분 염색체의 형태는 

[그림 5-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각 부분 염색체에 

포함된 유전자의 값이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기계 선택: 부분 염색체의 각 유전자 위치에 해당하는 공정을 

가공하기 위한 기계의 ID 

 

2) 공정 우선순위: 부분 염색체의 각 유전자 위치에 해당하는 공정의 

가공 우선순위이며, 공정 우선순위는 각 작업에 대하여 생성되고 값이 

클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부여함 

 

3) 작업 순서: 부분 염색체의 각 유전자 위치에 해당하는 순서에 

기계로 투입되는 작업의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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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해집단의 생성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스케줄링 연구들은 가능해 

(feasible solution)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염색체의 형태를 설계하는 데에만 

주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몇 개의 

초기 스케줄을 생성함으로써 최종적인 스케줄링 결과의 성능을 높이고 

해의 개선 단계에서 수렴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이전의 

디스패칭 규칙 연구에 대한 특징적인 결과들을 반영하여 생성된 몇 가지의 

스케줄링 결과들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들을 확률적으로 해집단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부분 염색체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선택: 대상 공정에 대하여 여러 대의 가용 기계 중에서 가장 

적은 가공시간을 가지는 기계를 선택한다. 모든 공정에 대하여 최소 

가공시간을 기준으로 기계를 선택하는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한 

리드타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현실에서는 다수의 공정들이 특정 시점에 특정 기계에 몰리게 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정 

기계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 가공시간을 

기준으로 기계를 선택하는 것은 작은 확률로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2) 공정 우선순위: 다단계 구조를 가지는 작업의 경우, 최종 

납기일에 대하여 작업 내의 각 공정이 가지는 긴급도(urgency)는 기계의 

작업용량(capacity)를 고려하지 않을 때 여유시간(slack)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 여유시간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의 

선후행 제약을 어기지 않으면서 전체 작업의 납기 지연을 작게 만드는 

스케줄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공정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최소 여유시간 규칙을 반영하여 생성된 부분 

염색체를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초기 해집단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70 

3) 작업 순서: 현재 가용한 기계에 대하여 대기중인 공정의 투입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공정이 속한 작업에 남아있는 공정의 개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직 가공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정의 개수가 

많은 작업에 속하는 공정을 우선적으로 가공하는 규칙을 일부 적용하는 

경우 작업장 내에 있는 여러 종류의 작업들이 분산되어 골고루 실행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5.1.3. 유전 연산자의 선택 및 적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연산에는 선택, 교차, 변이, 대치라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3]. 각각의 유전연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해당 문제의 특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유전연산자들이 활용되었으며 

그들의 전반적인 적용 과정은 [그림 5-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그림 5-2] 유전 알고리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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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이후 단계의 유전연산을 수행할 염색체를 고르기 위하여 

토너먼트 선택(tournament selection)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개의 염색체가 임의로 선택된 후 0과 1 

사이의 난수를 생성한다. 앞서 생성된 난수의 값이 미리 설정한 기준보다 

작으면 선택된 두 개의 염색체 중에서 보다 좋은 품질을 보이는 염색체를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 나쁜 품질을 보이는 염색체를 선택하게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판단의 기준은 0.5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여야 의미가 있다 

[4]. 

 

2) 교차: 교차연산은 각각의 부분 염색체에 대하여 구분적으로 

실행되며 교차 방식 또한 부분 염색체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선택 부분 염색체와 공정 우선순위 부분 

염색체에 대하여 균등교차(uniform crossover)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교차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기계 선택 부분 염색체의 경우 교차연산 이후 

생성된 결과가 가능해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반면, 공정 우선순위 

부분 염색체의 경우 교차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작업구조에 따른 후행 

공정의 중요도가 선행 공정의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 우선순위 부분염색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해의 

불능을 교차연산 과정 중에 유전자 값을 수정하여 보정하지 않고, 해당 

염색체로부터 실제 스케줄을 생성하는 시스템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스케줄을 생성할 때에 부여된 우선순위 값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간의 선후행 제약을 고려하여 선행공정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공정은 할당 순서를 미룸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작업 순서 부분 염색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균등교차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작업에 속하는 공정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해의 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부모해로부터 모든 

위치에서 확률적으로 각각의 유전자 값을 맞바꾸는 대신 교차연산을 

통하여 특정 공정을 이동시키는 경우 해당 공정을 포함하는 작업에 속하는 

모든 공정들을 해당 자식해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pseudo 

code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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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rray of boolean selected[nJobs] 
FOR i=0 to nJobs 
           Generate random number 0 between 1 
           IF generated number > 0.5 THEN 
                     selected[i] = true 
           ELSE 
                     selected[i] = false; 
           ENDIF            
ENDFOR 
k = 0 
FOR i=0 to totalOperations 
 
           val1 = gene[1][i] 
           val2 = genome2.GetGenes(1,i) 
 
           IF(selected[val1-1] is true) 
                     child1.SetGenes(1,k,val1) 
                     k++ 
           ENDIF    
            
           IF(selected[val2-1] is false) 
                     child1.SetGenes(1,k,val2) 
                     k++ 
           ENDIF 
ENDFOR 
k = 0 
FOR i=0 to totalOperations 
 
           val1 = gene[1][i] 
           val2 = genome2.GetGenes(1,i) 
 
           IF(selected[val2-1] is true) 
                     child2.SetGenes(1,k,val2) 
                     k++ 
           ENDIF             
           IF(selected[val1-1] is false) 
                     child2.SetGenes(1,k,val1) 
                     k++ 
           ENDIF 

EN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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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 기계 선택 및 공정 우선순위 부분 염색체의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된 위치에 해당하는 각 유전자의 값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성된 임의의 숫자로 바꿔줌으로써 간단하게 변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기계 선택의 경우 각각의 유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해당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의 ID 중 하나이며 이는 라우팅 정보를 통하여 

제공된다. 또한, 공정 우선순위의 경우에는 부분 염색체를 생성할 때 

설정한 우선순위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하여 기존의 값에 대체할 수 

있다. 

반면, 작업 순서 부분에 대해서는 연산 이후에 가능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이 연산을 다르게 진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유전자 값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 연산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선택한 후 이들의 값을 서로 맞바꾸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전자 값을 임의로 바꾼 이후에도 

모든 작업의 공정 개수를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치: 대상 스케줄링 문제가 가지는 높은 복잡도로 인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익은 수렴이 발생하여 더 이상 해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차 및 

변이 연산 이후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해집단을 강하게 교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 및 변이 연산 이후 생성된 기존의 

해집단에서 목적함수 대비 해의 품질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염색체만을 

남긴 후 나머지는 모두 새롭게 생성된 염색체들로 대체하여 새로운 세대의 

해집단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유전 연산자에 덧붙여 부분적으로 해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유전자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단순한 탐색 기법을 활용한다. 유전자의 값을 

대체하는 과정은 대체로 변이연산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새로운 염색체는 제한된 반복 횟수 내에서 스케줄링 성능이 개선되는 

경우에만 채택이 되도록 하며 반복적으로 탐색을 마친 후에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존의 염색체를 그대로 채택하도록 한다. 세 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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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 탐색 기법은 작업 순서 부분 염색체에만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해의 조정은 해집단의 설익은 수렴으로 

인하여 최종해가 지역 최적해에 빠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은 확률로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2. 유전 알고리즘의 실행 및 결과 분석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케줄링 실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작업구조와 라우팅은 3장의 [그림 3-2]와 [그림 3-3]에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대상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제안된 유전 알고리즘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최종 목적함수의 값과 수행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하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실험 케이스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1) 

RAND: 해집단을 모두 임의로 생성하는 경우, 2) INIT: 해집단의 생성 

단계에서 일부 해에 대하여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한 경우, 3) INLS: 

INIT의 경우에 추가로 유전연산 과정에서 지역 탐색 방법을 함께 적용한 

경우. 

 

5.2.1. 실험검증 방안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케줄링 방법의 실효성을 보이기 위하여 

3장에서 제시한 MILP 모델을 IBM ILOG CPLEX를 통하여 실행한 결과 

및 추가적으로 IBM ILOG CP Optimizer를 통하여 얻어진 스케줄링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문제는 NP hard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를 제외하면 MILP 모델을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최적해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PLEX를 활용하는 경우 

탐색 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여 그 때까지 발견된 best integer 

solution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CP Optimizer의 경우에는 별도의 

알고리즘 추가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약 및 함수만을 사용하여 

스케줄링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failure limit을 크게 설정할수록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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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failure limit을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 문제에 적용한 CPLEX와 CP Optimizer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적해 탐색이 가능한 작은 문제에 대한 최적 스케줄을 먼저 

제시하고 작업 및 기계의 수를 늘려 이들의 성능과 GA를 통하여 나오는 

스케줄의 성능을 비교하도록 한다. 간단한 예제로서 3장의 [그림 3-2]와 

[그림 3-3]에 제시된 작업구조와 routing을 활용하여 스케줄링을 수행한 

결과 CPLEX와 CP Optimizer 모두 total tardiness에 대한 최적해로서 

2를 나타내었으며, 해집단의 크기 50, 세대수 50인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 RAND, INIT, INLS 세 가지 케이스 모두 Best solution으로 

2를 구할 수 있었다. 

 

5.2.2. 데이터 생성 및 parameter 설정 

 

실험을 위하여 2 level로 구성된 10개의 작업과 3 level로 구성된 

10개의 작업을 생성하였다. 본 장에서도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random하게 생성하였다. 

먼저 작업장은 총 4대의 기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계는 가공 

또는 조립을 정해진 라우팅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공정이 가질 

수 있는 자식 공정의 수는 최대 3개이며 그 수는 임의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2 level 작업의 경우 각 작업은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의 공정들을 

포함하며, 3 level 작업의 경우 최소 3개에서 최대 13개의 공정들이 

하나의 작업에 포함된다. 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50%의 확률로 가능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수행가능 기계에 대한 

가공시간은 U[1,5]로 임의로 생성하였다. 각 작업의 납기일은 작업에 

속한 모든 공정들의 평균가공시간의 합의 1.5배로 결정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실험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에 대하여 빠르게 좋은 해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전 알고리즘의 

parameter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집단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진행하는 세대의 수를 많게 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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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와 같은 값들이 

크게 설정되는 경우 해를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해집단에 

대하여 유전 연산을 적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해의 성능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교차, 변이, 대치 연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율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유전연산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품질의 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parameter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2 

level 케이스와 3 level 케이스에 대하여 다양한 parameter들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parameter들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유전 알고리즘의 

parameter 구성은 [표 5-1]과 같으며 [표 5-2]와 [표 5-3]은 각각 2 

level 케이스와 3 level 케이스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의 parameter를 

설정하고 30회 이상의 반복수행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의 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RAND, INIT, INLS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교차 연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이 연산의 비율은 너무 낮은 것보다는 5% 정도로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해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반적으로 n-point 교차 연산에 비하여 uniform 교차 연산이 해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5-1] 유전알고리즘 parameter 

  level 2 level 3 

Total number of operations 30 73 

GA iteration 30 30 

Cross over type Uniform Uniform 

Cross over rate 0.7 0.7 

Mutation rate 0.05 0.05 

Local optimization rate 0.05 0.05 

  



 

 

 

 

[표 5-2] 유전 알고리즘 parameter 선택 – 2 level 케이스 

해집단 세대 수 교차 타입 대치 교차 비율 변이 비율 
RAND INIT INLS 

Mean Best Mean Best Mean Best 

50 50 2-point 10% 0.7 0.01 19.8 10 18.67 8 15.97 8 

50 50 2-point 10% 0.7 0.05 16.33 7 16.23 9 14.23 8 

50 50 2-point 10% 0.8 0.01 18.17 10 16.07 8 15.73 7 

50 50 2-point 10% 0.8 0.05 16.17 10 15.2 8 13.83 9 

50 50 Uniform 10% 0.7 0.01 18.7 12 16.13 8 14.73 8 

50 50 Uniform 10% 0.7 0.05 17.3 10 13.73 9 14.3 7 

50 50 Uniform 10% 0.8 0.01 16.3 10 15.07 10 14.33 8 

50 50 Uniform 10% 0.8 0.05 15 9 14.2 7 13.67 7 

100 100 2-point 
best 
one 

0.7 0.01 11.8 9 9.63 6 9.43 6 

100 100 2-point 
best 
one 

0.7 0.05 10.37 7 9.2 6 9.2 6 

100 100 2-point 10% 0.7 0.01 11.97 7 11.97 8 10.9 6 

100 100 2-point 10% 0.7 0.05 10.87 6 10.1 6 8.77 6 

100 100 Uniform 10% 0.7 0.01 12.2 7 10.17 7 9.3 6 

100 100 Uniform 10% 0.7 0.05 10.07 7 9.53 6 8.7 6 

  

7
7
 



 

 

 
[표 5-3] 유전 알고리즘 parameter 선택 – 3 level 케이스 

해집단 세대 수 교차 타입 대치 교차 비율 변이 비율 
Random Init INLS 

Mean Best Mean Best Mean Best 

100 100 2-point best one 0.7 0.01 52.47 25 42.07 24 32.73 12 
100 100 2-point best one 0.7 0.05 49.13 25 38.5 23 28.83 8 
100 100 2-point 10% 0.7 0.01 51.4 30 38.43 16 26.47 4 
100 100 2-point 10% 0.7 0.05 42.73 16 29.27 3 22.6 1 
100 100 4-point 10% 0.7 0.01 47.2 21 32.9 14 22.03 11 
100 100 4-point 10% 0.7 0.05 39.5 11 22.53 4 20.5 7 
100 100 Uniform 10% 0.7 0.01 44.83 13 29.93 3 19.43 4 
100 100 Uniform 10% 0.7 0.05 35.33 15 27.43 6 17.53 0 
150 150 2-point 10% 0.7 0.01 38.03 9 23.5 3 14.83 3 
150 150 2-point 10% 0.7 0.05 24.57 6 16.83 2 13.27 1 
150 150 4-point 10% 0.7 0.01 34.43 18 16.3 6 8.53 0 
150 150 4-point 10% 0.7 0.05 20.07 7 13.2 1 8.07 0 
150 150 Uniform 10% 0.7 0.01 28.37 8 17.13 0 8.73 3 
150 150 Uniform 10% 0.7 0.05 22.4 0 12.63 0 9.07 0 
200 200 2-point 10% 0.7 0.01 26.4 8 14.7 1 9.23 0 
200 200 2-point 10% 0.7 0.05 19.1 6 8.47 0 4.57 0 
200 200 4-point 10% 0.7 0.01 16.23 5 12.8 0 6.5 0 
200 200 4-point 10% 0.7 0.05 15.7 0 7.87 0 3.63 0 
200 200 Uniform 10% 0.7 0.01 16.57 3 11.73 0 4.13 0 
200 200 Uniform 10% 0.7 0.05 11.53 0 5.63 0 3.3 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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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실험결과 및 분석 

 

level 2 및 level 3의 실험 케이스에 대하여 total tardiness를 최소로 

하는 스케줄을 IBM ILOG CPLEX 및 IBM ILOG CP Optimizer를 통하여 

구한 결과는 [표 5-4]와 같이 나타나며, 앞서 4장에서 제시한 10가지 

디스패칭 규칙에 대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4]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문제의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IBM ILOG CPLEX를 활용하여 MILP 모델에 대한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며, level 3 문제의 경우에는 36시간을 수행한 후에도 

최소한의 feasible integer solution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IBM ILOG 

CPLEX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각 기계에 

공정을 할당하는 제약과 관련하여 할당되는 공정의 수가 결정변수라는 

점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가공 

시간을 0으로 가지는 dummy 공정을 삽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경우 dummy 공정의 존재로 인하여 문제의 크기가 실제 공정의 크기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예로서 활용한 2 level 

케이스에 대해서도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 적용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2 level case에 대하여 total tardiness를 7로 

하는 스케줄의 간트 차트(Gantt chart)는 [그림 5-3]과 같다. 

 

CP Optimizer를 활용하는 경우, 탐색 초반에는 빠른 속도로 해의 

성능을 개선하며 integer solution을 찾아 가지만 일정한 정도의 개선 

이후로는 더 나은 해를 찾는 데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4]는 2 level case에 대하여 failure limit을 

1,000,000으로 설정하여 생성한 스케줄이며, [그림 5-5]는 3 level 

case에 대하여 동일한 설정으로 생성한 스케줄을 표현한다. 한편, [표 5-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스패칭 규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total 

tardiness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 5-4] 실험결과 - CP Optimizer, CPLEX 

  CP Optimizer 
 

CPLEX 

  Failure limit Objective 
CPU time 

(sec.) 
Time limit Objective Optimal 

2 

level 

10,000,000  8 1018.55  12hr 7 x 

100,000,000  8 11614.33  24hr 7 x 

1,000,000,000  7 124216.10  36hr 7 x 

3 

level 

10,000,000  7 1774.50  12hr - x 

100,000,000  6 13491.55  24hr - x 

1,000,000,000  4 137472.79  36hr - x 

 

 

 

[표 5-5] 실험결과 – 디스패칭 규칙 

규칙 SPT EDD LTRO MTRO LROB MROB LWKR MWKR SLACK MDD 

2 level 25 39 57 49 51 60 23 91 62 33 

3 level 59 36 19 188 96 174 93 313 4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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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 level 스케줄: C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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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2 level 스케줄: CP Opti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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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3 level 스케줄: CP Opti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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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유전 알고리즘의 수행 방식에 따른 

실험 결과는 [표 5-6]와 같이 나타나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능의 해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2 level case와 3 

level case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스케줄은 각각 [그림 5-

6] 및 [그림 5-7]과 같다. [표 5-6]은 각각의 실험 case에 대하여 30회 

반복수행을 한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해와 30회 반복을 통하여 

나온 해들의 평균, 그리고 30회 수행에 걸리는 CPU time을 나타낸다. 2 

level과 3 level의 경우 모두 해집단의 크기와 세대 진행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해의 성능이 좋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산시간 또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level case와 같이 

상대적으로 문제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RAND, INIT, INLS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3 level case와 같이 문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전 알고리즘의 수행 방식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연산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해집단의 크기와 

세대 진행 횟수를 적게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차이는 두드러지게 된다.  

 

3 level case에서도 해집단의 크기와 세대 진행 횟수를 각각 200으로 

설정하는 경우, 세 가지 방식 모두 30회 반복을 통하여 현재 

문제상황에서의 최적해인 0의 total tardiness를 구할 수 있으나 평균적인 

해의 성능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실험의 30회 반복 

중 각각의 case에서 발견되는 현재 best solution의 횟수에도 차이가 있다. 

이는 각각 30번의 수행 중에서 RAND의 경우 1번, INIT의 경우 4번 

INLS의 경우에는 12번 관찰이 된다. 이를 통하여 INLS의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반복을 통하여 좋은 성능의 해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집단을 무작위로 생성하는 것보다는 해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좋은 해를 보다 빠르게 탐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전연산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해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전체적인 해의 성능을 확인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실험결과 - 유전 알고리즘 

    RAND INIT INLS 

  Size of  

(Population, 

Generation) 

Objective CPU 

time 

(sec.) 

Objective CPU 

time 

(sec.) 

Objective CPU 

time 

(sec.) 
  Best Mean Best Mean Best Mean 

2 

level 

(100, 100) 6  10.23  53.40  6  9.50  55.38  6  9.17  59.30  

(150, 150) 6  8.70  153.47  5  7.87  173.92  6  7.60  179.85  

(200, 200) 6  7.53  279.70  5  7.47  294.04  5  7.13  345.11  

3 

level 

(100, 100) 11  37.30  470.43  5  24.00  486.58  4  18.77  544.11  

(150, 150) 2  19.70  1092.78  0  8.97  1092.79  0  6.60  1212.28  

(200, 200) 0  12.47  1860.00  0  5.53  1877.49  0  4.17  2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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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 level 스케줄: 유전 알고리즘 
 

 

 
  

8
6
 



 

 

 
 

 

 

 

 

 

[그림 5-7] 3 level 스케줄: 유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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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MRP 방식과의 성능 비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RP의 실행과 그 이후의 상세 일정 계획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최종 일정 계획을 생성할 수 있도록 

부품 전개의 수준을 제한하고 그 결과로 생성되는 다단계 구조 작업들을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다단계 작업구조를 포함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기존의 

일반적인 MRP 및 스케줄링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다. 이 때, 기존의 방식에서는 세부 부품 단위에 대하여 각 레벨에 

대한 부품전개를 모두 수행하고, 이에 따라서 레벨 별로 설정된 계획기간 

내에서 각 공정이 하나의 선행공정만을 가지는 작은 단위의 작업을 

대상으로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이 되는 제품의 작업구조는 [그림 5-8]과 같이 표현된다. MRP를 

통하여 상세하게 부품전개를 수행하는 경우,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계획기간 내에서 그 안에 속하는 작업들을 단위로 스케줄링을 수행하게 

된다. 계획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MRP에서는 

부품전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고정 

리드타임(fixed lead time)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고정 리드타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생산 

능력(capacity)를 고려하는 리드타임을 활용하여 각 작업의 납기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MRP 부품 전개 결과에 대하여 리드타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스케줄링 연구에서 활용되는 납기 설정(due date setting)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납기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작업의 수행시간을 바탕으로 

생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11]. 

  



 

 

 

 

 

 

[그림 5-8] 제품의 전체 작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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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𝑖 : 작업 𝑖의 납기 

𝑟𝑖 : 작업 𝑖의 시작가능시간 

𝑃𝑖 : 작업 𝑖의 실제 작업시간 

𝑚𝑖 : 작업 𝑖에 포함된 공정의 수 

𝑎𝑖 : 작업 𝑖의 allowance 

𝑘 : allowance parameter 

 

이와 같이 작업과 해당 납기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 

allowance는 본 절에서 다루는 계획기간 또는 리드타임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때, 각 작업이 가지게 되는 납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𝑑𝑖 =  𝑟𝑖  + 𝑎𝑖                                                                                                                  (5.1) 

 

따라서 납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식 (5.1)의 𝑎𝑖 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 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작업에 대한 allowance에 동일한 값을 부여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𝑎𝑖 =  𝑘                                                                                                                            (5.2) 

 

이 경우에는 각 작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작업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후 정상적인 일정 계획을 생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작업시간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식 (5.3)과 같이 

여유시간이 일정하도록 설정하거나 식 (5.4)와 같이 작업시간에 일정한 

상수를 곱하여 allowance를 생성할 수 있다. 

 

         𝑎𝑖 =  𝑃𝑖  +  𝑘                                                                                                                 (5.3) 

         𝑎𝑖 =  𝑘𝑃𝑖                                                                                                                          (5.4)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시간이 아닌 작업 내에 속하는 공정의 개수를 

바탕으로 식 (5.5)와 같이 allowance를 설정하기도 하며, 식 (5.3)에서 

상수 𝑘로 보여지는 여유시간을 공정의 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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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도 있다. 

 

         𝑎𝑖 = 𝑘𝑚𝑖                                                                                                                         (5.5) 

         𝑎𝑖 =  𝑃𝑖 +  𝑘𝑚𝑖                                                                                                              (5.6) 

 

본 절에서는 각 작업별 납기 및 해당 리드타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에 추가되는 여유시간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기간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작업들의 작업 시간과 전체 기계의 대수 

등을 대략적으로 고려하는 RCCP(rough-cut capacity planning)의 

개념을 활용하여 계획기간을 설정한다. 실험을 위하여 제품 및 이에 대한 

작업의 데이터를 다음의 [표 5-7]과 같이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단계 작업 스케줄링 방법에서는 [그림 5-

8]에 나타나는 모든 공정을 하나의 작업으로 입력하여 전체 작업구조 및 

공정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반면, MRP와 상세 

스케줄링으로 단계를 나눈 경우에는 각 계획기간 내에 속하는 작업들을 

생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전체 5개의 레벨에서 총 45개의 

작업이 생성되며 이에 대한 형태는 [그림 5-9]와 같이 표현되는데, 이 때 

[그림 5-9]의 하단에는 레벨 2에 해당하는 계획기간 내에 존재하는 

5개의 작업들(Job 121, Job 122, Job 221, Job 222, Job 223)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든 조립공정을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는 복수의 선행 공정이 존재하는 다단계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가 없게 된다. 

 

 

 

[표 5-7] 제품의 작업 정보 생성 

  Product 1 Product 2 

전체 공정의 수 47 59 

최대 레벨 5 4 

공정 가공시간 U[1, 5] U[1, 5] 

공정 가공확률 0.5 0.5 

 



 

 

 

 

[그림 5-9] 부품전개 이후 레벨 별 작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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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P 부품 전개 이후 각 레벨에 존재하는 작업들은 납기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계획기간 내에 

존재하는 전체 공정의 기대 가공시간을 기계의 수로 나눈 값을 활용하여 

계획기간 별로 리드타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납기를 설정한다. 리드타임 

및 납기에 대한 정보는 [표 5-8]과 같이 표현된다. [표 5-8]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product 1과 product2에 대하여 동일하게 80이라는 

납기를 설정하게 되고 이 값이 전체 생산 리드타임이 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포함하는 

생산 배치(batch)의 형태로 스케줄링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나, 배치의 

분할(splitting)을 고려하는 문제[6]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생산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 의미가 없게 된다. 배치의 분할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생산 배치의 구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품의 전체 다단계 구조를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경우와 

MRP 이후의 작업을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경우 모두 본 절에서 

제시한 유전 알고리즘 방법 중에서 INLS를 활용한다. 최종 납기를 80으로 

설정하였을 때, 다단계 구조를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 

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total tardiness는 0이 된다. 세부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 레벨 1에서 1만큼의 지연이 발생하고 나머지 

레벨에서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total tardiness는 1이 된다. 이 

경우는 현재 일괄적으로 설정된 레벨 별 계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생산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8] 작업별 납기 설정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작업 개수 2 5 12 18 8 

공정 개수 4 12 32 42 16 

계획기간의 길이 3 9 24 32 12 

설정 납기 80 77 68 4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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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80이라는 리드타임은 전체 

완제품의 실제 가공시간과 비교하여 매우 넉넉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두 개의 제품이 동일한 납기를 가지도록 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makespan이 total tardiness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체 작업구조를 대상으로 makespan을 최소화하는 

스케줄을 구성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면서도 최대한 짧은 납기를 설정해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makespan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목적함수를 변경하고 

큰 규모의 해집단과 세대 수만큼 실행한 결과 이에 대한 값으로 59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59라는 최종 납기에 대하여 total tardiness를 

최소화 하는 일정계획을 수립해볼 수 있다. 이 때, 다단계 작업구조를 

대상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와 해집단의 크기를 

늘림에 따라서 언젠가는 total tardiness를 0으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각 작업에 포함된 레벨의 수와 공정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간 내에 결과를 구하기 위하여, 세대 수와 해집단의 크기를 

(100, 100)으로 제한하여 실험한 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다. 전체 

납기를 59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표 5-8]에 나타나는 계획기간의 

길이에 비례하도록 세부 작업의 납기일을 [표 5-9]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결정해볼 수 있다.  

 

 

 

 

 

[표 5-9] 작업별 납기 재설정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계획기간의 길이 3 7 18 23 8 

설정 납기 59 56 49 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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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에 따라 MRP를 수행한 이후 스케줄링을 수행한 결과와 

전체 작업구조를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여 얻은 total tardiness 값은 

다음 [표 5-10]과 같다. 이 때 모든 스케줄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INLS 방법으로 해집단과 세대 수를 각각 100으로 하고 10회의 반복을 

통하여 얻어진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여 얻어진다.  

 

[표 5-10]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 

따라 total tardiness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와 

같은 성능의 차이는 각각의 레벨에 대한 리드타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MRP의 경우와 

다르게 실제 가공시간과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리드타임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정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리드타임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 일정 계획에 

대한 결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본 절의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다수의 공정을 포함하는 다단계 

구조의 작업에 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total tardiness라는 

목적함수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레벨의 수와 공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전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 스케줄링의 대상이 되는 작업이 포함하는 

레벨의 수준을 적당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5-10] total tardiness 결과 비교 

  MRP + 스케줄링 
다단계 

스케줄링 
tardiness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총합 

1 2 0 7 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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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토의 
 

 

6.1. 결론 및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는 기존의 MRP와 상세 스케줄링 방법을 통한 일정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리드타임의 증가 및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MRP 부품전개를 모든 파트 수준이 아닌, 다수의 하위 공정을 

가지는 부분품 단위로 수행한 후 이러한 부분품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BOM에 명시된 모든 레벨에 대하여 

부품전개를 수행한 후 단순한 형태의 라우팅을 가지는 소규모 작업에 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공정을 가지는 복잡한 

구조의 작업을 대상으로 일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조립공정을 포함하는 다단계 작업을 유연 생산환경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스케줄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특성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휴리스틱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복잡한 형태의 스케줄링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디스패칭 규칙과 관련된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스패칭 규칙은 복잡한 스케줄링 문제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 보다는 상황에 맞는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케줄링 

상황에 대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변수들을 입력변수로 하여 

적합한 디스패칭 규칙을 선택하여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스케줄링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입력변수에 특성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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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능력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력 변수의 선택과 

대상 클래스의 조정 등을 통하여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디스패칭 규칙에서 보여지는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대상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복잡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후 

즉각적으로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염색체를 설계하고 해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초기 해집단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전 연산에 추가적으로 일부 적은 수의 해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간단한 탐색 방법을 통하여 좋은 해를 빠른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예제 데이터에 대한 CPLEX 및 CP Optimizer의 스케줄링 결과와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스케줄링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5장에서 제시한 

CPLEX 및 CP Optimizer 모델들은 추가적인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그 성능을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전 알고리즘의 특성상 해집단의 크기와 세대 진행 횟수를 늘리고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스케줄링은 단기계획의 범주에 속하며 작업장의 변동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해집단의 생성과 유전 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과정을 거치는 경우 보다 적은 연산시간 동안에 보다 나은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해집단 생성에 있어서 적용하는 

우선순위 규칙의 선택과 유전연산 중 수행되는 지역 탐색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연구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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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보완사항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스패칭 규칙의 선택과 관련하여 현재 낮은 예측 

정확도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입력변수의 선택과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입력변수가 현재 스케줄링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디스패칭 규칙과 상관관계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력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신중하게 변수 선택을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디스패칭 규칙의 성능과 관련하여, 현재 total tardiness와 

makespan 모두 특정한 규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규칙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탐색에 대하여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스케줄링 성능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전 알고리즘의 실행 단계에서 해집단의 크기, 세대 진행 

횟수 및 반복 횟수 등에 대한 parameter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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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production systems, the mid and short term production 

plans are established by using the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system, and then the short term detailed scheduling process 

follows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roduction processes efficiently. 

When the structure of BOM(bills of material) becomes more complex, 

production lead times tend to increase by performing the part 

explosion processes for all part levels so that the utilization of 

production resources are restricted.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applying the MRP part 

explosion processes to the assemblies or sub-assemblies consisting 

of several parts and then generating detailed schedule for each part 

belonging to the assemblies or sub-assemblies in order to establish 

more effective production schedule. In this case, scheduling problems 

deal with the multi-level job structures including assembly operations. 

While the optimization of multi-level job scheduling problem is very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prod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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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oretical or practical studies have been rarely performed. 

Therefore, this study started as part of an effort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s. 

 

In this study, two kinds of scheduling methods, selecting 

dispatching rules by data mining method and improving schedules by 

genetic algorithm, are suggested to generate effective production 

schedules of multi-level jobs. When modelling this kind of problem, 

flexible production system is assumed to consider various kinds of 

work center types in a practical manner.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odel considering 

multi-level job structure and flexible production system concurrently 

is introduced prior to suggesting concrete scheduling methods. The 

MILP model is verified by IBM ILOG CPLEX and IBM ILOG CP 

Optimizer. During verification processes, it is found that getting 

optimal solution from MILP model has limitation with regard to the 

problem size due to the high complexity of suggested scheduling 

problem. 

 

Dispatching rule selection process starts with identifying 

characteristic variables distinctively derived from multi-level job 

structure and flexible production environment. In this stud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 is applied with scheduling 

characteristic variables as input variables and 10 candidate 

dispatching rules as target classes. One dispatching rule expected to 

show the best performance is selected from the candidate rules with a 

calculated probability. In addition, backward elimination method is 

used to select effective input variables so that several important 

scheduling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the ru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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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pply the genetic algorithm method to the target scheduling 

problem, composite chromosome is suggested to handle the following 

three sub-problems: machine selection, job sequencing, and operation 

prioritization. The chromosome is designed to fully reflect the 

constraints derived from the multi-level job structure and various 

alternative routings so that valid production schedules can be 

generated from the chromosomes. In the next step, genetic operators 

which effectively improve scheduling solutions from the chromosomes 

are select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simple heuristic methods 

are suggested at the population creation stage and the genetic 

operation stage. First, several initial solutions partially created by 

priority rules are included into the population. After general genetic 

operations, such as selection, crossover, and mutation, are performed 

with this population, simple local search process follow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Keywords : Production scheduling, Multi-level job structu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Genetic algorithm(GA), Data mining, 

Dispatching ru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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