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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래의 반도체 제조공정은 고집적, 고성능의 반도체 생산을 위해 기

존의 단칩 패키지(single chip package) 생산에서 다수의 칩을 쌓아올리

는 다중 칩 패키지(multi chip package)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

다. 칩의 다층화로 인해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공

정 복잡도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설비 가동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극심한 수요 변동과 곳곳에 산재

하고 있는 리스크 등의 변수는 반도체 제조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반도체 생산 스케줄의 지속성을 저해한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후공정에 속하는 공장으로서 반도체 제조환경상의 변

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환경 상의 변동을 반영하

지 않은 스케줄은 반도체 공정의 설비 가동률 저하를 야기하며, 이에 따

라 반도체 제조환경상의 변동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케줄의

갱신이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되어 왔던 스케줄링 기법들은 근래 반도체 패키

징 라인이 직면하고 있는 공정 복잡도로 인한 스케줄링의 시간 및 성능

측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 라

인의 스케줄링 시간 및 성능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반도

체 시장 환경과 불확실한 제조환경이 유발하는 잦은 스케줄 갱신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 검색과 수정을 통해 고속화된 반도체 패

키징 라인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스케줄링의 속도 향상을 목

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스케줄 생성을 요구하는 대상 공장의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factory context)인 설비군별 설비 수, 설비 초기 셋업 상

태, 제품별 생산요구량, 제품별 재공량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추출 및 수

정하여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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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 향상은 유전 알고리즘의 맥락에서 초기해의 성능 향상을 통해

달성된다.

제안된 기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의 결과, 해당

스케줄링 기법은 기존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스케줄 생성 방법 대비 초

기 스케줄 성능의 측면, 우수한 성능의 해로 도달하는 수렴속도의 측면

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반도체 패키징, 스케줄 검색, 스케줄 수정, 유전 알고리즘

학 번 : 2011 - 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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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근래의 반도체 제조공정은 고집적, 고성능의 반도체 생산을 위해

기존의 단칩 패키지 생산에서 다수의 칩을 쌓아올리는 다중 칩 패키지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중 칩 패키지는 쌓아올리는 칩의 수

에 따라 기존 단칩 패키지 대비 두 배에서 수십 배의 복잡한 공정을 거

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Lee, 2008].

이처럼 복잡한 공정을 수반하는 반도체 칩의 다층화는 반도체 생산

의 조립(assembly)공정에서 DA(die attach)작업과 WB(wire bonding)작

업의 재유입(reentrance) 흐름을 발생시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공정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패키징 라인의 공정 복잡도

증가는 반도체 생산에 소요되는 공정의 전체 소요 시간(turnaround

time: TAT)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설비 가동률

(utilization)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설비 가동률 향상은 최근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

루어지고 있다[Lee and Lee, 2008; Zhang et al., 2005; Weigert et al.,

2009].

반면 반도체의 짧은 수명주기와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는 반도체

제조환경의 극심한 변동을 야기하며, 이는 일관된 반도체 생산 스케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특히 패키징 라인은 반도체 제조공정

의 후공정(back end)을 담당하는 공장으로서, 반도체의 수요 변동과 같

은 시장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et al.,

2007].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스케줄은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설비

가동률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반도체 제조환경 및 시장 환경의

변동으로 인한 패키징 라인의 스케줄 갱신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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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중 칩 패키지 생산으로 인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공정

복잡도가 증가함으로써 스케줄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스케줄 갱신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

용한다. 그에 따라 스케줄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변동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 스케줄링 기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공정

복잡도 증가에 따른 설비 가동률 저하 및 스케줄링 소요시간의 증가 문

제와 제조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잦은 스케줄 갱신 요구의 문제를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높은 설비

가동률의 스케줄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불확실한 제

조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스케줄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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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링의 대상 공장을 DA작업과 WB작업을 수행

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반도체 칩의 다층화에 따라 DA작업과 WB작업 간의 재유입 흐름을 지

니며, 각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군내 다수의 설비들이 서로 대

체 가능하므로 유연 잡 샵 모형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 검색과 스케줄 수정 기반의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기법은 박종헌 (2013)의 고속 자원 할당 계획 방

법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스케줄 검색을 위해 필터링과 유사도

기반 검색 방법을 활용하며 스케줄 수정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

줄 수정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스케줄 검색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 데이터베이스는 Defersha and

Chen(2010)의 방법론으로 초기 스케줄을 생성하고, Chung et al.(2014)의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스케줄들로 구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을 통해 검색 및 수정된 스케줄을 대상으로

Chung et al.(2014)의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스케줄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케줄의 성능 저하 효과를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우수

한 성능의 스케줄을 획득할 것이다. 스케줄의 성능은 설비 가동률로 평

가되며, 이는 설비별 작업 부하를 통해 계산된다. 검색 및 수정된 스케줄

의 성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스케줄의 성능에 큰 영향을 받으므

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일정 성능 이상의 우수한 스케줄들만이 선별

되어 활용된다.

또한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환경에서 설비군별 설비 수, 제품별 생

산요구량,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제품별 재공량 등의 공장상황 정보에 의

해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생성 및 실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를 기준으로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 스케줄 검색에는 스케줄을 실행하고자 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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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를 질의조건으로 사용한다. 이후 스케줄 수

정에는 추출된 스케줄의 설비군별 설비 수, 제품별 생산요구량, 설비 초

기 셋업 상태의 세 가지 공장상황 정보를 활용하며, 대상 공장의 세 가

지 공장상황 정보와 스케줄의 세 가지 공장상황 정보가 일치하도록 스케

줄을 수정한다. 수정된 스케줄은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로 사용되어, 최

종적으로 높은 설비 가동률을 지니는 스케줄을 신속하게 도출하는데 활

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케줄 수정에는 설비군별 설비 수, 제품별

생산요구량, 설비 초기 셋업 상태의 세 가지 공장상황 정보를 활용하며,

스케줄 수정이 고려되는 상황을 세 가지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1) 대상 공장의 설비 수가 추출된 스케줄이 반영하는 공장의 설비

수와 상이한 경우

(2) 대상 공장의 제품별 생산요구량이 추출된 스케줄이 반영하는

공장의 제품별 생산요구량과 상이한 경우

(3) 대상 공장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가 추출된 스케줄이 반영하는

공장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와 상이한 경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은 Defersha and

Chen(2010)의 방법론에 의해 생성된 스케줄과의 성능 차이를 비교함으

로써 검증될 것이다. 구체적인 성능의 비교 지표는 각각의 방법론을 통

해 생성된 초기 스케줄의 설비 가동률과 스케줄이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한계 가동률(threshold utilization)으로 수렴하는 시간, 즉 수렴 속도

(convergence speed)가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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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라

인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유전 알고리즘과 스

케줄 수정에 대한 배경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물인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스케줄링 기법

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추후 연구과제와 함께 논문을 마무리 지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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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현황

2.1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반도체 제조공정은 크게 웨이퍼 제조(wafer fabrication), 웨이퍼 검

증(wafer probe), 조립(assembly), 검사(test)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공정은 약 500개 이상의 세부공정을 지닌다[Potoradi et al.,

2002]. 그 중 조립 단계의 DA작업과 WB작업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병목

작업으로 지목되며[Potoradi et al., 2002], 그에 따라 두 작업의 스케줄링

이 반도체 스케줄링의 핵심이 된다.

DA작업과 WB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은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flexible job shop scheduling problem,

FJSP)로 모형화될 수 있다[Chung et al., 2014]. 이는 NP-hard 문제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두 작업의 스케줄링은 스케줄링의 복잡도가 높고

스케줄링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 잡 샵 스케

줄링 문제는 그 이론적 중요성과 산업적 중요성으로 인해[Wang and

Yu, 2010]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유연 잡 샵 스케줄링을 처음으로 다룬 연구는 Brucker and Schlie(

1990)에 의한 것이며, 그들은 다항 모형을 통한 수학적 접근법을 이용하

여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이에는 수학적 모형화, 휴리

스틱, 메타휴리스틱 등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었다.

유연 잡 샵 스케줄링에는 두 가지 의사결정이 존재한다. 첫째는 설

비에 작업들을 할당하는 것이고, 둘째는 설비에 할당된 작업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Wang et al., 2013].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의사결정은 라

우팅(routing)으로, 두 번째 의사결정은 시퀀싱(sequencing)이라 일컫는

다[Defersha and Chen, 2010]. 라우팅과 시퀀싱의 두 가지 의사결정은,

시퀀싱만 고려하던 기존의 잡 샵 스케줄링에 비해 유연 잡 샵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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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비교적 좋은

성능과 좋은 속도를 나타내는 휴리스틱 기법들이 활용되었지만, 최근에

는 다양한 메타 휴리스틱 기법들이 유연 잡 샵 스케줄링에서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Pezzella et

al., 2008]. 구체적으로, 휴리스틱 혹은 메타휴리스틱 기반의 유연 잡 샵

스케줄링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의사결정에 계층적(hierarchical

approach)으로 접근하거나 통합적(integrated approach)으로 접근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Xia and Wu, 2005; Pezzella et al., 2008; Yazdani et al.,

2010; Zhang et al., 2011].

계층적 접근법은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의 두 가지 의사결정을

두 가지 세부 문제로 분해하여 해결하며, 통합적 접근법은 두 가지 의사

결정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차이가 있다. 통합적 접근법은 계층적 접근법

에 비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복잡성을 지녀

실제 작업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Yazdani et al., 2010].

Brandimarte(1993)는 처음으로 휴리스틱과 메타 휴리스틱을 혼합한

계층적 접근법으로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의 연구

에서는 1단계 라우팅 의사결정에 SPT(shortest processing time)와

MWR(most work remaining)의 우선순위 규칙(dispatching rule)에 의해

초기 스케줄을 생성하였고, 2단계 시퀀싱 의사결정에서 TS(tabu search)

기법을 활용하였다. Paulli(1995)는 Brandimarte(1993)와 마찬가지로 1단

계 의사결정에서는 우선순위 규칙을, 2단계 의사결정에는 TS를 활용하

는 계층적 접근법을 적용하였지만 유연 잡 샵 내에서 활용되는 팔레트

(pallet)의 운반 작업을 하나의 잡으로 추가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Xia and Wu(2005)는 두 가지 메타 휴리스틱 방법을 혼합한 계층

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유연 잡 샵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1단계 라우팅 의사결정에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2단계 시

퀀싱 의사결정에 SA(simulated annealing)기법을 활용하였다.



- 8 -

한편 Fattahi et al.(2007)은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S와 SA를 기반으로 하는 계층적 접근법과 통합적 접근법 모두를

제안하였다. 두 가지 메타 휴리스틱 방법은 1, 2단계 의사결정에 SA/SA,

SA/TS, TS/TS, TS/SA 4가지 조합을 활용하는 계층적 접근법과 2가지

의 통합적 접근법에 알맞은 알고리즘으로 제안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휴리스틱, 메타 휴리스틱 기법들이 계층적 접근

법을 활용한 유연 잡 샵 스케줄링에 활용되어 왔지만, 특히 다양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유전 알고리즘은 유연 잡 샵

스케줄링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Wang et al., 2013; Zhang

et al., 2011].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유연 잡 샵 스케줄링 연구는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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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Genetic algorithm
Begin

Create initial population with random candidate of fixed size;

Repeat until (termination condition) Do

 Select parent1 and parent2 from population;

 Offspring ← Crossover (parent 1, parent 2);

 Mutate (Offspring);

 Evaluate new candidates; 

 Select individuals for the next generation;  

End 

[그림 2-1] 유전 알고리즘 작동 개요 [Holland, 1975]

2.2 유전 알고리즘

2.2.1 유전 알고리즘의 개요

유전 알고리즘이란 진화 컴퓨팅 기법의 하나로 자연선택, 유전법칙

등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진화적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전역 최적화 탐색

기법이다[Holland, 1975]. 유전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성과

효율적인 공간 탐색 능력[Jia et al., 2003]으로 자연과학, 공학, 인문 사

회과학 등 여러 분야의 최적화 문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전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는 크로모좀(chromosome)과 해집단

(population), 세대(generation), 교차(crossover)와 변이(mutation)를 수행

하는 유전 연산자(genetic operator), 부모 및 생존 개체 선택 기준이 되

는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가 있다.

크로모좀은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풀고자 하는 문제의 해를 특정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변환한 것이며, 유전 알고리즘은 다양한 유전 연

산자를 적용하여 매 세대 크로모좀을 변형해나감으로써 점차 좋은 성능

의 해를 획득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그림 2-1]의 순서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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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유연 잡 샵 스케줄링

유전 알고리즘은 다양한 최적화 문제에 활용되어 온 메타 휴리스틱

기법으로, 특히 조합 최적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1]. 계층적 접근법을 활용한 유연 잡 샵 스케줄링은 일종의 조합

최적화 문제로, 유전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분야이며[Pezzella

et al., 2008; Zhang et al., 2011] 다양한 메타 휴리스틱 기법 중 유전 알

고리즘이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이기도 하다[Wang et al., 2013].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유연 잡 샵 스케줄링을 한 기존의 연구들은

[표 2-1]과 같이 크로모좀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초기해 생성 방법, 자

손 생성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일부 연구들은 유전 알고리즘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학습 이나 병렬 컴퓨팅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Ho et al.(2007)은 유연 잡 샵 스케줄링을 위해 유전 알고리즘과 기

계 학습을 통합한 LEGA(learnable genetic architecture)를 제안하였다.

우수한 개체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존의 유전 알고리즘과 달리 LEGA

는 이전 세대에서 추출한 지식을 이용한 스키마타 학습을 통해 자손의

다양성과 질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반면 Gao et al.(2008)은 스케줄 총 소요시간과 설비별 작업부하를

고려하는 다중 목적 유연 잡 샵 스케줄링 문제에서 유전 알고리즘과

VND(variable neighborhood descent)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 상의 새로운 자손이

세대에 추가되기 전, 지역최적해 탐색을 위한 VND를 통해 해당 자손들

을 개선함으로써 유전 알고리즘의 최적해 탐색 능력을 강화하였다.

Pezzella et al.(2008)은 유연 잡 샵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 알

고리즘에서 초기해 생성, 재생산 개체 선정, 새로운 개체 생성 시에 다양

한 전략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

리즘은 다양한 전략의 도입을 통해 탐색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Zhang et al.(2011)은 Pezzella et al.(2008)과 마찬가지로 크로모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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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논문요약

Ho et al.,
2007 유전 알고리즘과 기계 학습을 융합한 LEGA 제안

Gao et al.,
2008

전역최적해 탐색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과

지역최적해 탐색을 위한 VND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즘 제안

Pezzella et al.,
2008

초기해 생성, 재생산 개체 선택, 개체 재생산 등에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유전 알고리즘 제안

Defersha and Chen,
2010

작업 순서별로 상이한 셋업 시간, 설비 가용시점 등

다양한 제약을 고려한 유전 알고리즘과 병렬컴퓨팅

기반의 유연 잡 샵 스케줄링 제안

[표 2-1] 유전 알고리즘 기반 유연 잡 샵 스케줄링

인코딩, 교차와 변이에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하지만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 중요성에 착안하여 유전 알고리즘

초기화 단계에서 좋은 성능의 초기해를 생성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efersha and Chen(2010)은 작업 순서별로 상이한 셋업 시간

(sequence dependent setup time), 설비 가용시점(machine release date)

등의 다양한 제약을 고려하는 유연 잡 샵 스케줄링에서 유전 알고리즘과

병렬 컴퓨팅을 융합한 병렬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병렬 유전 알

고리즘은 크고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용이하게 풀기위해 도입되었다.

유전 알고리즘은 설정된 초기해, 즉 초기 스케줄을 중심으로 주변

을 탐색하는 이웃 탐색 기법으로 국소 최적해에 빠질 위험이 있어

[Gupta and Sivakumar, 2006] 좋은 성능의 초기해 도입이 매우 중요하

다. 또한 좋은 성능의 초기해 도입은 수렴된 최종 해의 질에 영향을 미

치고, 최종 해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메타 휴리스틱 기법

[Yazdani et al., 2010]에서 수렴 속도를 가속화시는 방안이 될 수 있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Zhang et al., 2011].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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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요약

Kacem et al.,

2002

AL을 통해 작업을 설비에 할당, 우선순위 규칙 기반

공정 순서 결정

Pezzella et al.,

2008

공정시간과 설비별 작업부하를 고려한 작업 할당,

우선순위 규칙 기반 공정 순서 결정

Defersha and Chen,

2010

공정시간과 설비별 작업부하를 고려한 스케줄링에서

공정순서별 상이한 셋업시간, 설비별 작업시작 가능

시점 추가 고려

Zhang et al.,

2011

공정시간과 설비 별 작업부하를 고려한 GS, LS, RS

의 방법을 조합하여 초기 작업 할당, 무작위로 작업

순서 결정

[표 2-2]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 생성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를 생성하였는데 이는 [표 2-2]

와 같다.

Kacem et al.(2002)는 AL(approach by location)이라는 방법을 통

해 작업들을 설비에 할당한 뒤, 우선순위 규칙을 통해 작업 순서를 정하

여 초기해를 생성하였다. Pezzella et al.(2008)은 설비 별 작업부하를 고

려한 매트릭스를 통해 초기 작업 할당을 수행하고, 작업 순서 결정에 있

어서는 3가지 우선순위 규칙 MWR(most work remaining), MOR(most

operations remaining), Random을 조합하여 초기해를 생성하였다.

또한 Defersha and Chen(2010)은 Pezzella et al.(2008)과 유사한 방

법으로 초기해 생성을 수행하였으나, 작업 순서별로 상이한 셋업 시간과

설비별로 가능한 작업 시작 시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초기 작업 할당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Defersha and

Chen(2010)은 초기해 생성을 위한 라우팅에 작업 처리시간과 설비별 작

업부하를 고려하였는데, 설비별 작업부하는 설비에 할당된 작업들의 총

처리시간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작업부하 매트릭스를 작성함에 있어 설

비 가용 시점과 작업 순서별로 상이한 셋업 소요시간을 포함시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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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내포하는 작업 할당을 수행하였다. 시퀀싱에는 세 가지 우선순위

규칙인 Random, MWR, MOR을 혼합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Zhang et al.(2011)은 GS(global selection)과 LS(local

selection, RS(random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초기해를 생성하였

다. 해당 전략들은 작업을 설비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으며, 전략

의 혼합을 통해 초기해의 다양성과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기해 생성 방법은 설비 수, 제품별 생산요구량,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재공량 등의 공장상황 정보의 변동에 따라 매번

새로운 스케줄을 생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장상황 정보가 일정 수준

내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현실의 제조환경상의 변동에 대응하는데 적합

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장상황 정보가 일정 수준 내에서 변동한다는 가

정을 기반으로 기존의 실행 스케줄을 축적하여 수정 및 활용하는 스케줄

링 기법을 제안한다. 해당 기법은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로 사용되는

스케줄의 성능 향상으로 최고 성능의 스케줄을 빠르게 획득함으로써 스

케줄링의 복잡도는 감소시키고, 제조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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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케줄 수정

2.3.1 스케줄 수정의 개요

스케줄 수정(schedule repair)은 초기에 생성된 생산 스케줄을 실행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스케줄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 스케줄을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Ouelhadj and Petrovic, 2009].

이는 제조환경 상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화의 영향을 적게 하고자

하는 재스케줄링(rescheduling), 동적스케줄링(dynamic scheduling)의 범

주에 속하는 방법론이다.

스케줄 수정에서 수정된 스케줄의 성능(performance)과 수정된 스

케줄의 안정성(stability)은 매우 중요한 목적함수이다[Moratori et al.,

2012]. 스케줄의 안정성이란, 기존에 실행 중이던 스케줄에서 벗어난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된 스케줄이 기존 스케줄과 현저하게 다른 경

우 수정된 스케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스케줄 수정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제조환경 변동 요인은 크게 설비

수 변동, 제품의 생산요구량 변동, 제품의 생산 일정 변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Fang and Xi, 1997]. 설비 수 변동은 새로운 설비의 도입이나 설비

의 유지 보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제품의 생산요구량 변동은 추가적

인 제품 생산요구 혹은 제품 생산요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다. 마지막으로 제품 생산 일정 변동이란, 긴급 작업의 발생 혹은 납기일

변화로 인한 작업의우선 순위 변동을 의미한다.[Vieira et al., 2003]는 위

와 같은 요인으로 제조환경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스케줄 수정을 수행

하는 접근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Ÿ 오른쪽 이동 (right shift)

Ÿ 부분 재스케줄링 (partial rescheduling)

Ÿ 완전 재생성 (complet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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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스케줄 수정 방법론 - 오른쪽 이동

오른쪽 이동은 제조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수행 불가능해진 스케줄

에 작업추가나 설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삽입하여 삽입된 시간만

큼 나머지 작업들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Abumaizar and Svestka,

1997].

예를 들어, [그림 2-2]의 (a)와 같이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서 

설비가 시점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b)와 같이 설비 보수에 소요되는 

만큼의 시간을 고장시점에 삽입하여 나머지 작업의 완료시간을 지연시키

는 것이다. 삽입된 시간으로 인해 선행 작업이 영향을 받는 경우, 후행

작업의 완료시간도 지연된다. 오른쪽 이동은 적용의 단순성으로 많은 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수정된 스케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

계를 지닌다[Moratori et al., 2012].

부분 재스케줄링은 제조 환경 상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직접적 혹

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업들만을 대상으로 재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방법이다[Li et al., 1993]. 부분 재스케줄링을 다룬 연구들에서 재스케줄

링의 대상이 되는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연구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모든 재스케줄링 관련 연구들은 초기에 실행 중이던 스케줄을 가

능한 많이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스케줄링을 수행함으로써 스케줄의 안정

성을 유지하려 한다[Ouelhadj and Petrovic, 2009].

부분 재스케줄링 방법은 오른쪽 이동이나 완전 재생성 방법 대비



- 16 -

스케줄 수정 소요시간과 스케줄 성능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

다고 평가받으며[Wang and Wang, 2011], 그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부

분 재스케줄링 방법을 다루어 왔다[Wu and Li, 1995; Abumaizar and

Svestka, 1997; Janak et al., 2006; Moratori et al., 201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스케줄 수정을 위해 부분 재스케줄링 방법의 원칙들을 도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분 재스케줄링을 활용한 관련 연구는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완전 재생성 방법은 스케줄 수정이 일어나는 시점 이

후에 남아있는 모든 작업들을 대상으로 재스케줄링을 수행한다[Church

and Uzsoy, 1992]. 완전 재생성 방법은 타 수정 방법에 비해 최적의 스

케줄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기존 스케줄을 안정성을 심하게 해

치며 과도한 계산시간을 요구한다는 한계가 있다[Ouelhadj and Petrovic,

2009]. 또한 완전 재생성방법은 셋업 비용이나 재고 유지비용 등 지나친

추가 비용발생을 야기하여 실제 제조 시스템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

고 있다[Moratori et al., 2012].

2.3.2 부분 재스케줄링을 통한 스케줄 수정

스케줄 수정을 위해 부분 재스케줄링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

정된 스케줄 수정의 상황을 가정한 후 해당 상황에 적합한 스케줄링 모

형을 제안한다. 한정된 상황은 설비 고장과 설비 유지보수, 긴급 작업 도

착 등 설비나 작업과 관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bumaizar and

Svestka(1997)은 스케줄 총 소요시간과 안전성 측면에서 부분 재스케줄

링의 효과를 오른쪽 이동, 완전 재생성의 스케줄 수정 방법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휴리스틱을 활용한 부분 재스케줄링이 안전성과 계산의 복

잡도 측면에서 오른쪽 이동과 완전 재생성의 기법 대비 우수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분 재스케줄링을 다룬 연구들에서 변동 상황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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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연구자들은 각기 수립한 기준으로 재스케줄링의 수행범위를 설정

하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Janak et al.(2006)은 설비고장과 작업량

변동에 따른 스케줄 수정의 문제를 부분 재스케줄링 방법을 통해 다루었

다. 혼합 정수 선형계획법(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

여 스케줄 변동요인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들을

모형화하고 나머지 작업들에 대해 단기 스케줄링을 수행하였다. 반면

Moratori et al.(2012)은 추가 작업 발생에 따른 부분 재스케줄링의 문제

를 재스케줄링 구간(rescheduling horizon) 설정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다루었다. 그는 추가된 작업의 긴급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재스케줄링 구

간을 설정하고, 구간 내의 스케줄링 문제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ratori et al.(2012)과 마찬가지로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검색과 수정 과정

을 거친 스케줄들에 대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스

케줄링의 고속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의 초기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Moratori et al.(2012)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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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정의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의 대상 공장은 개의 설비들로 구성된 반

도체 패키징 라인으로, 개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활용되는 설비 가동률  및 기타 용어의 정의는 Chung et al.

(2014)의 것을 참고하였다.

용어 는 번째 제품을 의미하며 는 번째 제품 의 제품

종류를 뜻한다. 대상 반도체 패키징 라인에서는 개의 제품 종류를 생산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 용어  는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한 번

째 작업을 의미하며   는 작업  의 파트 종류를 의미한다. 파트

종류는 작업의 결과로 생산된 중간 생산물에 의해 구분되며 본 문제에서

는 개의 파트 종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작업  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는 해당 작업의 파트 종류인   에 의해 결정되며, 작업  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들의 집합은   라 한다. 대상 공장 내 개의

설비들은   에 따라 개의 설비군으로 구분된다.

반면   는 작업  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는  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설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제

품 를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총 작업의 수는 라 하며, 를 생산

하기 위한 개의 작업은 정해진 작업 순서로 수행된다..

대상 공장의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는 벡터 형태로 표현된다. 설비

군별 설비 수 는 차원의 벡터로, 대상 공장에서 개의 설비군 별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 수를 의미한다. 제품별 생산요구량 은 차원의

벡터로, 개의 제품 종류별 생산요구량을 해당 생산요구량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의 파트 종류별 작업량으로 환산하여 표현된다. 예를 들어

  ,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PA와   ,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PB를 생산하는 공장 F의 경우 은 제품 PA와 제품

PB의 생산요구량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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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작업량으로 표현된다. 만약 제품 PA와 PB에 대한

생산요구량이 각각 5개, 6개라면 은    이 된다.

마찬가지로, 제품별 재공량 은 해당 공장에 존재하고 있던 재

공을 파트 종류별 작업량으로 환산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공장 F에서 은 4차원의 벡터이며  의 작업을 마친 중간생산물이

2개,  의 작업을 마친 중간생산물이 3개 존재한다면   과

  이 각각 2와 3이 되므로, 공장 F의 재공량 은    으

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설비 초기 셋업 상태는 와 의 두 벡터로 표현

되며 각각은 차원과 차원이다. 스케줄 실행 전 설비들은 개의 파트

종류 중 특정 파트 종류의 중간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셋업되

어 있으며,   와   가 일치한다면 특정 설비에 할당된 연속

된 작업  와 작업   사이에는 셋업 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개의 파트 종류별로 초기 셋업 되어있는 설비 수를 의미한

다. 즉, 공장 F에서 5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으로 셋업된

설비 수가 1,   로 셋업된 설비 수가 2,   로 셋업된 설비

수가 1,   로 셋업된 설비 수가 1인 경우  = 이 된다.

반면, 은 개의 설비들 각각이 어떤 파트 종류로 초기 셋업

되어있는지를 나타낸다. 만약 앞서 언급한 의 공장상황 정보를 지니

는 공장 F에서 이   으로, 와 가   로, 가

  로, 가   로 셋업되어 있다면 5차원의 벡터 은

              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상 공장 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가정하

며 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설비는 시점 부터 가용하며, 마찬가지로 모

든 작업은 시점 부터 수행될 수 있다. 작업 수행시간은 고정적이며, 작

업 수행에 필요한 원재료와 중간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의 크기는

무한하다. 이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 기법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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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약은 [표 3-1]과 같다.

제약

(1) 작업 선후행 관계 제약

제품 생산의 정해진 작업 순서를 위배하는 작업은 수행될 수 없다.

(2) 대체 설비 제약

작업   는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들의 집합인   에 속

한 어느 설비에서나 수행될 수 있다.

(3) 자원 가용 제약

각각의 설비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다.

[표 3-1]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제약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스케줄링 기법의 목적함

수는 [수식 3-1]의 형태로 표현되는 설비 가동률 의 최대화이다.

  는 번째 설비 가 시점 부터 계획 대상시간(planning

horizon)인 시점 까지 작업 처리에 소요하는 시간이다.

 


  





  

[수식 3-1]

이에 따라, 제안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기법이 다루는

문제는 위의 제시된 제약들을 만족하는 동시에 [수식 3-1]에서 정의된

설비 가동률 의 최대화를 달성하는 스케줄의 획득이다. 설비 가동률

최대화는 작업부하의 균등한 배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목적

함수는 작업부하의 평준화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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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기법

4.1 검색과 수정 기반의 스케줄링 기법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기법은 다중

칩 패키지 생산으로 인한 스케줄링 소요 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스케줄 검색과 스케줄 수정의 방법론을 활용한다. 이는 반도체 패키

징 라인에서 스케줄 갱신을 요구하는 공장상황 정보의 변동이 수정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축적된 스케줄을 활

용함으로써 스케줄링의 복잡도를 낮추고 신속한 스케줄링을 달성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은 우수한 성능의 스케줄을 빠

르게 생성하기 위하여 검색으로 추출된 스케줄을 수정하여 유전 알고리

즘의 초기해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초기해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

라 최종해의 성능과 최종해를 획득하는 속도가 향상되는 유전 알고리즘

을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스케줄이 빠르게 획득된다. 더불어 유전

알고리즘이 다양한 상황에서 스케줄 수정 과정을 거친 스케줄들의 성능

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점에서[Rangsaritratsamee et al., 2004],

수정된 스케줄을 초기해로 하는 유전 알고리즘의 도입은 검색 및 수정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성능 저하 요인들을 제거하여 최종 해의 성능

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기법을 ISR(initial solution generation with search

and repair)이라고 하며, ISR의 작동 개요는 [그림 4-1]과 같다. ISR은

가장 먼저, 스케줄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공장의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인 설비군별 설비 수, 제품별 생산요구량, 제품별 재공량, 설비 초기

셋업 상태를 질의조건으로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내의 스케줄들을 필터링

및 검색한다. 이후 질의조건과 상위유사도를 갖는 스케줄들을 추출하여,

질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공장상황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추출된 스케줄은 공장상황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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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검색과 수정 기반의 스케줄링 기법(ISR)

을 통해 향상된 성능의 스케줄이 된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스케줄들은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가 되어 우수한 성능의 스케줄을 도출하기 위한

탐색 및 개선 과정에 활용된다.

스케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ISR의 결과로 도출된 스케줄에 적

용되는 유전 알고리즘은 크로모좀 인코딩 및 디코딩, 초기 해집단 생성,

유전 연산자 활용에 있어 Chung et al.(2014)의 유전 알고리즘을 수정하

여 활용하였다. 해당 유전 알고리즘은 부모와 자손 크로모좀을 합한 개

체 수가 가 될 때까지 한 세대를 구성하며, 사전에 지정한 세대 수 

에 도달하면 종료된다. 자손 생성은 교차 연산자와 변이 연산자 중 무작

위로 선정된 유전 연산자를 활용한다. 해당 유전 알고리즘에 대한 간략

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Ÿ 크로모좀

본 연구에서 크로모좀은 스케줄을 의미한다. 크로모좀은 [그림 4-2]

와 같이 설비 순서 와 작업 순서 의 두 가지 순서로 구성된다. 크로

모좀의 길이는 해당 스케줄에 속해있는 작업의 총 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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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크로모좀

크로모좀 상의 설비 순서와 작업 순서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어 [그림

4-2]에서 작업  을 수행하는 설비는 이고 작업  을 수행하는 설

비는 이며, 작업  를 수행하는 설비는 이 된다.

해당 크로모좀은 작업의 시작 시점, 종료 시점 등의 시간 정보를 제

외한 작업의 순서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스케줄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코

딩 과정을 통해 시간 정보를 지닌 스케줄의 형태로 변환된다. 스케줄 시

뮬레이터는 시간 정보를 지닌 스케줄과 해당 스케줄의 설비 가동률 

을 함께 출력한다.

Ÿ 초기 해집단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 생성은

Defersha and Chen(2010)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또한 Defersha and

Chen(2010)의 방법으로 생성된 초기해는 ISR의 결과로 도출된 유전 알

고리즘의 초기해 대비 성능 비교에 활용된다.

Ÿ 유전 연산자

본 연구에서 유전 알고리즘은 네 개의 교차 연산자와 네 개의 변이

연산자를 활용한다. 각각의 유전 연산자는 세대 다양성 증가, 셋업 소요

시간 감소, 설비별 작업부하 평준화, 설비 유휴시간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교차 연산자와 변이 연산자 각각의 목적 및 부모 선택 방법, 교차

원리를 요약하여 [표 4-1]와 [표 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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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목적
부모 선택

방법
교차 원리

1
세대 다양성

증가
무작위 무작위

2
셋업 소요시간

감소

셋업 횟수

상위 %, 하위 % 부모 1 의  ,

부모 2 의 

상속

3
설비 작업부하

평준화

작업부하 불균형

상위 %, 하위 %

4
설비 유휴시간

감소

설비 가동률 상위 %,

설비 유휴율 상위 %

[표 4-1] 교차 연산자의 목적 및 작동원리

변이 목적
부모 선택

방법
변이 원리

1
세대 다양성

증가
무작위

크로모좀 상의 작업과 설비 조합을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 재배치

2
셋업 소요시간

감소
무작위

가장 많은 셋업이 필요한 설비 선정,

해당 설비에서 셋업이 필요한 특정 작업

을 셋업 없이 수행 가능한 대체 설비에

재배치

3
설비 작업부하

평준화
무작위

작업부하가 가장 큰 설비 선정,

해당 설비에 할당된 일부 작업들을 대체

설비 중 작업부하가 가장 작은 설비에

재배치

4
설비 유휴시간

감소
무작위

유휴시간이 가장 긴 설비 선정,

해당 설비에 할당된 작업들 중 첫 번째

순서의 작업을 제외한 임의의 작업을 선

정하여 해당 작업이 속해있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상의 첫

위치로 이동

[표 4-2] 변이 연산자의 목적 및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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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적합도 평가

유전 알고리즘의 매 세대에서 생존 개체 선택에 활용되는 크로모좀

의 적합도는 ISR의 목적함수인 설비 가동률 로 평가된다. 즉, 유전 알

고리즘의 매 세대에서 설비 가동률  상위 % 이내의 크로모좀이 생

존개체로 선정된다.



- 26 -

Algorithm 2.  Schedule Retrieval
Input: schedules filtered by   from schedule database 

Output: a set of retrieved schedules

Begin

    ← schedules filtered by   from schedule database;

foreach a schedule, , in   

simPT ← cossimISP (
 );

simPR ← cossimPR ( );

simWIP ← cossimWIP (
 );

sim ← simISP + simPR + simWIP 

endforeach 

rank    by sim  in descending order;

Return top %  schedules in the rank;

[그림 4-3] 스케줄 검색 및 추출 알고리즘

4.2 필터링 및 유사도 기반 검색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다양한 공장상황 정보를 가정

한 스케줄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상 공장의 공장상황 정보에 부합하는 스

케줄을 검색 및 추출하기 위해 필터링과 유사도 기반 검색을 활용한다.

필터링의 도입은 유사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의 범위를 축소시켜

스케줄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필터링과 유사도 기반 검색을 위해 질의조건이 되는

대상 공장의 설비군별 설비 수  , 제품별 생산요구량  , 제품별 재

공량 ,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의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와 검색

대상 스케줄상의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  
 
 ,
을 활용

한다. [그림 4-3] 필터링과 유사도 기반 검색을 기반으로 스케줄을 검색

및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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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스케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공장의 설비군별 설비

수 를 질의조건으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필터링은 와 검색대상

스케줄의 설비군별 설비수 을 비교하여, 두 벡터의 모든 성분의 차

이가 오차범위 내에 속하는 스케줄들을 추출한다.

이후 필터링된 스케줄들을 대상으로 대상 공장의 세 가지 공장상황

정보  ,
 ,
과 검색대상이 되는 스케줄들의  ,

 


각각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세 유사도 의 합인 유사도 sim을

통해 대상 공장의 공장상황 정보와 검색대상 스케줄의 공장상황 정보간

의 유사도를 결정한다. 유사도 sim으로 정렬된 검색대상 스케줄들 중 상

위 %의 스케줄들이 최종적으로 추출된다.

유사도 기반 검색에 활용되는 유사도 척도는 코사인 기반 유사도이

다. 코사인 기반 유사도는 벡터 형태의 질의조건과 검색대상 간의 유사

도 계산 방법[Pazzani and Billsus, 2007]으로, [수식 4-1]의 형태로 계산

된다[Berry et al., 1999]. 코사인 기반 유사도는 질의조건과 검색대상에

해당하는 두 개체 간 유사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질의조건과 검색대상간에 높은 유사도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cossim 



i  
n
xi  ×i  

n
yi 

i  
n xi· yi

[수식 4-1]

그러나 스케줄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 한계로 인해, 질의조건과 상

위 유사도를 가진 스케줄들도 대상공장의 공장상황 정보와 정확하게 일

치하는 공장상황 정보를 반영하는 스케줄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공장상

황 정보의 불일치는 추출된 스케줄이 대상 공장에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도록 하거나 심지어 수행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해당 스

케줄들은 질의조건 공장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스케줄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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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추출된 스케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정 알고리즘을 다음 장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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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

4.3.1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의 개요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은 필터링과 유사도 기반 검색을 통해 추출된

스케줄의 설비군별 설비 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제품별 생산요구량의

세 가지 공장상황 정보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

은 추출된 스케줄의 공장상황 정보가 대상 공장의 공장상황 정보와 상이

한 경우에 수행되며 설비군별 설비 수 수정,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수정,

제품별 생산요구량 수정의 순으로 수행된다. 수정된 스케줄은 대상 공장

과 동일한 세 가지 공장상황 정보를 가진 스케줄이 되며, ISR의 초기 스

케줄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수정 알고리즘은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스케줄 수정을 수행한다. 스케줄 수정의 원칙은 ISR의 목적 함

수인 설비 가동률 최대화와 스케줄 수정에서의 스케줄 안정성 유지를 목

적으로 수립되었다. 원칙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1), (2)의 순이다.

(1)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은 설비별 작업부하 평준화를 지향하는 방향

으로 스케줄을 수정한다.

(2)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은 추출된 기존 스케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케줄을 수정한다.

원칙 (1)의 작업부하 평준화는 특정 설비에 지나치게 많은 작업이

할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스케줄의 설비 가동률 저하나 작업부하 불균형

[Brandimarte, 1993]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원칙이다. 설비별 작업부하

는 시점 부터 계획대상 시간인 시점 까지 설비가 작업 처리에 소요하

는 시간  로 계산되며,  가 클수록 해당 설비의 작업부하가 크

다고 가정한다. 반면 원칙 (2)는 부분 재스케줄링 기법의 원칙과 마찬가

지로 스케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스케줄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

하기 위해 기존 스케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수정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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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1. Lowest workload machine selection
Input: a chromosome,  , and a set of machines, 

Output: a machine with the lowest workload,  

Begin     

sort machines in set   by    in ascending order;

 ← select the first machine in the order;

Return   

[그림 4-4] 작업부하 최소 설비 선정 함수

[Ouelhadj and Petrovic, 2009].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은 유연 잡 샵 스케줄

링 문제의 계층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수정의 1단계에서는 작업을 설비에

할당하는 라우팅 의사결정을, 2단계에서는 수정 대상 작업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시퀀싱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첫째로, 라우팅 의사결정은 ISR의 목적함수인 설비 가동률 최대화

와 수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그에 따라 도출된 라우팅 규칙 

과 라우팅 규칙 는 다음과 같다.

Ÿ 라우팅 규칙  :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당받을 설비의 선정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들 중 작업부하가 가장 작은 설비를 선택

한다.

Ÿ 라우팅 규칙  : 할당받았던 작업을 삭제하거나 할당받았던 작업을

다른 설비에 재할당 해주는 설비 선정의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들 중 작업부하가 가장 큰 설비를 선택한다.

라우팅 규칙 과 는 설비별 작업부하를 기준으로 작업을 설비

에 할당한다. 따라서 설비들의 작업부하를 계산하여 작업부하가 가장 큰

설비와 가장 작은 설비를 선정하는 함수가 필요하며, 이는 [그림 4-4]와

[그림 4-5]와 같이 정의된다. 두 함수는 스케줄을 나타내는 크로모좀 

와 작업부하 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정 설비 집합을 입력값으로 받아 작

업부하가 가장 작은 설비와 가장 큰 설비를 결과값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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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2. Highest workload machine selection
Input: a chromosome,  , and a set of machines, 

Output: a machine with the highest workload,  

Begin       

sort machines in set   by    in descending order;

 ← select the first machine in the order;

Return   

[그림 4-5] 작업부하 최대 설비 선정 함수

위의 두 함수가 특정 설비 집합 를 입력값으로 하는 것은 본 연

구에서 다루는 문제가 부분 유연 잡 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설비군

으로 구분된 설비 집합들의 기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작업을

할당 혹은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이 속한 파트 종류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군 내 설비들만이 작업부하 계산의 대상이 된다.

반면 시퀀싱 의사결정은 수정의 원칙 (2)에 입각하여, 추출된 스케

줄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작업의 선, 후행 관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스

케줄 수정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도출된 시퀀싱 규칙 와 시퀀싱 규칙

는 다음과 같다.

Ÿ 시퀀싱 규칙  : 설비에 추가적인 작업이 할당되거나, 설비에 할당

되었던 작업이 삭제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기존 작업순서의 가장 마

지막 위치에서 해당 수정을 수행한다.

Ÿ 시퀀싱 규칙  : 특정 설비가 다른 설비에 작업을 재할당 해주는

경우, 재할당 작업의 선정은 작업을 재할당해줄 설비의 기존 작업순

서의 가장 첫 위치에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라우팅 규칙과 시퀀싱 규칙을 기반으로 도출된 설비군별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수정 알고리즘, 제품별 생

산요구량 수정 알고리즘은 다음 장에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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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은 설비군별 설비의 추가 및 제거를 통해 질

의조건과 검색대상 간의 설비군별 설비수를 일치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설비군별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스케줄은 대상 공장의

설비군별 설비 수와 동일한 설비군별 설비 수를 갖추게 된다. 본 문제에

서는 개의 설비군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추출된 스케줄상의 개 설

비군 항목 중 대상 공장과 설비 수와 차이가 있는 설비군에 대한 설비

수 수정이 이루어진다.

추출된 스케줄의 설비군별 설비 수와 대상 공장의 설비군별 설비

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 수 > 대상 공장의 특

정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 수

(2)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 수 < 대상 공장의 특

정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 수

(1)의 경우, 추출된 스케줄상에서 해당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를 제

거하는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설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에 할당되었던 모든 작업들을

같은 설비군에 속하는 다른 설비에 재할당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반면 (2)의 경우, 추출된 스케줄상에서 해당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

를 추가하는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추

가한 설비와 동일 설비군에 속하는 기존 설비들에서 그들에게 할당되었

던 일부 작업들을 새로 추가한 설비에 재할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

비 수 수정이 요구되는 (1)과 (2) 각각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들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한다.

(1)의 경우 라우팅 의사결정은 제거될 설비의 선정과 설비 제거로

인해 추가적으로 작업을 재할당받을 설비의 선정을 의미한다. 제거 대상

이 되는 설비는 [그림 4-4]의 작업부하 최소 설비 선정 함수를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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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이 때 설비군 는 대상 공장과 설비 수에 차이가 나는 설비군이

된다. 설비가 제거되면서 다른 설비로 재할당되어야 하는 작업들은 제거

되는 설비와 동일 설비군에 속하는 설비들 중 가장 작은 부하의 설비에

재할당된다. 매 재할당마다 작업부하의 갱신이 수반되며, 갱신된 작업부

하를 통해 다음 재할당이 이루어진다. 작업의 재할당은 제거되는 설비에

할당되어 있던 모든 작업들이 다른 설비에 재할당될 때까지 반복된다.

반면 시퀀싱 의사결정은 설비가 제거되면서 다른 설비로 재할당되

어야 하는 작업들의 재할당 순서와 재할당될 위치의 선정을 의미한다.

작업의 재할당은 제거될 설비의 작업 순서상 가장 첫 작업부터 순차적으

로 진행된다. 이는 시퀀싱 규칙 에 의한 것으로, 제거될 설비에 할당

되어 있던 작업의 순서를 준수한 할당을 통해 작업 간 선, 후행 관계를

준수하고자 함이다. 또한 재할당 되는 작업들은 시퀀싱 규칙 에 의해

제거대상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의 기존 작업 순서를 보존하며,

수정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 스케줄상의 마지막 작업 뒤에 작업들을

재할당한다.

예를 들어, 대상 공장에서 특정 설비군의 설비 수가 4이고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설비군의 설비 수가 5인 경우, 추출된 스케줄에서 해당

설비군의 설비를 한 대 제거하는 과정은 [표 4-3]과 같다.

    
초기 5.4 5.7 7.6 5.2 6.1

 (1.2) 6.6 5.7 7.6 4 6.1

 (1.2) 6.6 6.9 7.6 2.8 6.1

 (1.4) 6.6 6.9 7.6 1.4 7.5

 (1.4) 8 6.9 7.6 0 7.5

[표 4-3] 설비 수 감소에 따른 스케줄 수정

[표 4-3]은 추출된 스케줄상에서 특정 설비군에 속한 설비들과 그

들의 작업부하 상태를 나타낸다. 표의 첫 행은 추출된 스케줄이 수정되

기 이전 초기 상태의 작업부하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초기 작업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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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설비 수 감소에 따라 수정된 스케줄

가장 작은 가 설비 수 수정을 위한 제거대상 설비가 된다. 는 ,

, , 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설비로 가 제거됨에

따라 해당 작업들은 동일 설비군에 속하는 다른 설비에 재할당 되어야

한다. 이 때 작업들의 순서를 보존하여 작업들을 재할당하므로 작업 재

할당은 , , , 의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작업을 할당할 설비는 제거 대상 설비 를 제외한

설비들 중 가장 작은 작업부하 5.4를 가진 이 선택된다. 이 선택됨

에 따라 의 첫번째 작업 의 작업 처리 소요시간 1.2를 설비 의

작업부하에 더하여 작업의 재할당으로 인해 갱신된 작업부하를 계산한

다. 갱신된 작업부하는 진한색으로 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작업

 재할당에도 작업부하가 가장 작은 설비 를 선정하여 작업을 재

할당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의 작업 은 

에, 그 다음 작업 은 에, 작업 는 에, 마지막 는 에

재할당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6]의 (a)는 앞서 언급된 예제에서 추출된 스케줄이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며, (b)는 (a)에서 설

비를 하나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작업 재할당 과정을 반영한 스케줄이다.

한편 대상 공장의 특정 설비군의 설비 수가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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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비군의 설비 수보다 많은 (2)의 경우 라우팅 의사결정은 추출된 스

케줄상의 작업들 중 추가대상 설비에 재할당될 작업의 선정을 의미한다.

재할당될 작업은 [그림 4-5]의 작업 부하 최대 설비 선정 함수를 통해

선정된 설비에 할당되어 있던 작업이 되며, 매 작업의 재할당 과정에서

작업부하를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라우팅 규칙 에 의한 것으

로 작업부하 불균형을 완화해줄 뿐 아니라 설비 가동률 최대화, 스케줄

소요시간 최소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 시퀀싱 의사결정은 작업을 재할당해줄 기존 설비의 작업 순서

에서 작업 제거가 이루어질 위치의 선정과 추가될 설비의 작업 순서에서

작업 추가가 이루어질 위치의 선정을 의미한다. 기존 설비에 있던 작업

들은 작업 순서의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작업이 추가 설비에 재할당되

며, 추가 설비는 시점 부터 작업을 차례로 재할당 받는다. 작업의 재할

당 과정은 추가된 설비의 작업부하가 기존에 존재하던 설비들 중 가장

작은 작업부하를 지니는 설비의 작업부하를 초과할 때까지 반복된다.

    
초기 5.4 6 7.6 4.5 -

 (1.7) 5.4 6 5.9 4.5 1.7

 (1.2) 5.4 4.8 5.9 4.5 2.9

 (1.7) 5.4 4.8 4.2 4.5 4.6

[표 4-4] 설비 수 증가에 따른 스케줄 수정

예를 들어,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설비군 설비 수가 4이고 질의

조건인 제조시스템 상의 특정 설비군 설비 수가 5인 경우, 해당 설비군

에 속하는 설비를 한 대 추가하는 과정을 [표 4-4]에 제시하였다. 스케

줄 수정 과정에서 갱신된 작업부하는 진한색으로 표시되었다. [표 4-4]

의 첫 행은 추출된 스케줄이 수정되기 이전 초기 상태의 설비별 작업부

하를 나타낸다. 설비 수 증가에 따른 수정 과정의 첫 단계로 초기 작업

부하가 가장 큰 를 새로 추가될 설비 에 작업을 재할당 해주는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의 첫 번째 작업인 은 에 의

해 수행되고 작업 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1.7을 반영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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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설비 수 증가에 따라 수정된 스케줄

의 갱신된 작업부하는 각각 5.9와 1.7이 된다. 이후 갱신된 작업부하를

기준으로 작업부하가 가장 큰 가 에 작업을 재할당 해준다. 마찬가

지로 남아있는 의 첫 번째 작업인 이 에 의해 수행되고 와

의 갱신된 작업부하는 각각 4.8과 2.9가 된다.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추가된 설비 에 작업을 재할당하며, 의 작업부하가 4.6으로 나머지

설비들의 작업부하 중 가장 작은 작업부하 4.2를 넘어선 순간 재할당을

중단한다. 그 결과 추가된 설비 는 , , 의 작업을 순차적으

로 처리하게 된다.

[그림 4-7]의 (a)는 앞서 언급된 예제에서 추출된 스케줄이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며, (b)는 (a)에서 설

비를 한 대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작업의 재할당을 반영한 스케줄이다.

4.3.3 제품별 생산요구량 수정 알고리즘

제품별 생산요구량은 제품 종류별로 생산하여야 하는 제품의 양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품별 생산요구량을 각 파트 종류   에

속한 작업수로 환산하여 표현한다. 제품별 생산요구량 변화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한 작업량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해당 수정 알고리즘은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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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량 변화에 따른 작업의 추가와 제거를 수반한다.

제품별 생산요구량 수정 알고리즘은 추출된 스케줄의 제품별 생산

요구량과 대상 공장의 제품별 생산요구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수행되

며본 연구에서 해당 경우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1)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제품 생산요구량 > 대상 공장의 특정 제품

생산요구량

(2)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제품 생산요구량 < 대상 공장의 특정 제품

생산요구량

(1)의 경우, 추출된 스케줄상의 특정 제품 생산요구량을 감소시키는

제품별 생산요구량 수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출된 스

케줄상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들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이 동

반되어야 한다.

반면 (2)의 경우, 추출된 스케줄량 상의 특정 제품 생산요구량을 증

가시키는 제품별 생산요구량 수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출된 스케줄상에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작업들을 할당하여

야 한다. (1)과 (2) 각각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별 생산요구량 수

정 알고리즘을 [그림 4-8]와 [그림 4-10]에 제시하였다.

(1)의 경우 라우팅 의사결정은 특정 작업들이 제거될 설비 선정을

의미하고, 시퀀싱 의사결정은 선정된 설비상의 작업 순서에서 해당 작업

의 삭제가 이루어질 작업 순서상의 위치 선정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라우팅 규칙과 시퀀싱 규칙을 기반으로 (1)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제거

알고리즘은 [그림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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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3. Operation Deletion
Input: a chromosome,   

Output: a repaired chromosome, 

Begin 

   ← operations required to be removed;

foreach an operation,  , in   

   ← remove an operation,  , and its corresponding machine, , 

at the very last of the chromosome,  ;

break;

end 

end foreach

Return a repaired chromosome 

[그림 4-8] 스케줄상의 작업 삭제 알고리즘

작업 삭제 알고리즘은 크로모좀 형태로 표현된 스케줄을 대상으로

작업 제거를 수행한다.   는 생산요구량 차이로 인해 추출된 스케

줄상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작업들의 목록를 의미한다. 이 때 추출된 스

케줄은 크로모좀의 형태이며, 크로모좀의 뒤쪽부터 탐색하여   

목록에 있는 작업들과 해당 작업과 대응되는 설비를 순차적으로 제거한

다. 크로모좀 상의 작업 순서는 작업의 선, 후행관계를 준수하므로 작업

제거를 크로모좀의 뒤편부터 실시하여 제거로 인한 작업 선, 후행 관계

제약 위배가 발생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과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A와 ,

, ,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B, 과 를 거쳐 생

산되는 제품 C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추출된 크로모좀 상의 제품 A, B,

C가 각 1개씩 제거되어야 하는 경우   는 (, , , ,

, , , )가 된다. 따라서   에 있는 작업들을 크로모

좀에서 순차적으로 제거하면 [그림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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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4. Operation Addition
Input: a chromosome, 

Output: a repaired chromosome, 

Begin 

   ← operations required to be added;

foreach an operation, , in   

  ←    ;

← assign an operation,  , to a machine, , in a chromosome at 

the end of the operations previously assigned to the machine;

end foreach

Return a repaired chromosome, 

[그림 4-10] 스케줄상의 작업 추가 알고리즘

[그림 4-9] 제품별 생산요구량 감소에 따라 수정된 스케줄

반면 생산요구량 수정 상황 (2)의 경우, 라우팅 의사결정은 추가적으

로 작업이 할당될 설비의 선정을 의미하고, 시퀀싱 의사결정은 선정된

설비상의 작업 순서에서 추가되는 작업의 위치 선정을 의미한다. 마찬가

지로 라우팅 규칙과 시퀀싱 규칙을 기반으로 작업 추가에 적용할 수 있

는 수정 알고리즘은 [그림 4-10]과 같다.

해당 알고리즘에서   은 생산요구량 증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함수 은 크로모좀 와

특정 설비 집합을 입력값으로 받아 해당 설비 집합에서 총 작업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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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5.4 5.7 7.6 5.2 6.5

 (0.8) 5.4 5.7 7.6 6 6.5

 (1.1) 6.5 5.7 7.6 6 6.5

 (1.7) 6.5 7.4 7.6 6 6.5

 (1.5) 6.5 7.4 7.6 7.5 6.5

[표 4-5] 제품별 생산요구량 증가에 따른 스케줄 수정

간 
  가 가장 작은 설비를 결과값으로 반환한다. 는 를 수행

할 수 있는 설비들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해당 함수는 를 수행할 수 있

는 설비들의 집합에서 총 작업 처리시간이 가장 작은 설비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중 함수 을 통해 도출된 작업부하가 가장 작은 설비

는 제품별 생산요구량 증가로 인한 추가 작업이 할당되는 설비가 된다.

예를 들어, ,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A와 ,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B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크로모좀 상의

스케줄에 제품 A와 B가 각 1개씩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은

(, , , )이 된다.

[표 4-5]는 설비들 , , ,  에 추가된 작업들을 할당하

는 과정이다.   의 첫 성분부터 작업부하가 작은 설비에 할당하면

은 설비에 할당되고, 의 처리시간 0.8이 의 작업부하에 반

영된다. 이어서 두 번째 는 설비에, 는 설비 에, 마지막으로

은 설비 에 할당된다. 스케줄 수정 과정에서 갱신된 작업부하는

진한색으로 표시되었다.

[그림 4-11]은 검색으로 추출된 크로모좀 상의 스케줄 (a)와 제품

별 생산요구량을 차이로 인해 추가 할당된 작업을 반영한 스케줄을 (b)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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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제품별 생산요구량 증가에 따라 수정된 스케줄

4.3.4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수정 알고리즘

설비 초기 셋업 상태는 해당 대상 공장의 설비들이 초기에 어떤 파

트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셋업 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설비의 초기 셋업 상태 은 설비 수 만큼의 길이를 갖는데, 이는

가 개의 설비 각각이 셋업 되어 있는 파트 종류의 형태로 표현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비 초기 셋업 상태 는 특정 설비의 초기

셋업 상태뿐만 아니라 해당 대상 공장이 초기에 파트 종류별로 몇 대의

설비를 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과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A와 ,

, , 의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 B를 생산하며, 5대의 설비

가 존재하는 대상 공장에서 이   으로, 가   로, 가

  로, 가   , 가   로 셋업 되어 있다면 

는 (  ,   ,   ,   ,   )가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은 설비 수 수정 알고리즘을

통해 총 설비 수 및 설비군 별 설비 수가 동일해진 스케줄을 대상으로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수정을 가정한다. 따라서 설비 초기 셋업 상태는

각 설비군에 속한 설비들끼리 비교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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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셋업 상태 차이에 따라 수정된 스케줄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수정 알고리즘은 수정의 목표가 되는 설비의

셋업 상태와 수정 대상 스케줄의 설비별 첫 작업의 파트 종류을 일치시

킨다는 원리로 작동한다. 즉 수정의 목표가 되는 대상 공장의 개 설비

에 대하여 부터 순차적으로 셋업 상태 수정을 하되, 이는 수정 대상

스케줄에서 해당 설비의 셋업 상태와 동일한 파트 종류 작업을 첫 작업

으로 하는 설비의 작업 순서를 모두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만약

수정의 목표가 되는 설비의 셋업 상태와 동일한 첫 작업을 지니는 설비

의 작업 순서가 추출된 스케줄상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목표 설비는 임

의의 작업 순서를 할당 받으며 그에 따라 첫 작업 이전에 셋업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4-12]의 (a)가 추출된 스케줄이고, (b)가 질의조건

이 되는 대상 공장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인 경우 (b)의 가장 첫 설비,

즉   로 셋업된 설비 은 (a)의 설비별 작업 순서 중  을 첫

작업으로 하는 의 작업 순서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b)의 두 번째

설비 는   으로 셋업되어 있으므로  을 첫 작업으로 하는

의 작업 순서를 가져온다. 그러나   으로 셋업되어 있는 (b)의

세 번째 설비 와   으로 셋업되어 있는 네 번째 설비 는 해

당 작업을 첫 작업으로 하는 작업 순서가 없거나, 이미 다른 설비에 해

당 작업 순서가 할당되었으므로 임의의 작업 순서를 가져오며 작업 시작

이전에 셋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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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결과

5.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 ISR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표 5-1]과 같은 세 가지 data set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 가지 data set은 설비 수, 작업 수 등 공장상황 정보에 차이가 있는

스케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스케줄들은 설비 가동률을 최대화를

목적함수로 하는 이틀의 스케줄이다.

data set 각각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공장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된 data set이다. 특히 data set 3에서는 300대 이상의 설비와 6400

개 이상의 작업을 포함하는 스케줄을 구성하여, 현실의 반도체 제조공장

과 근접한 규모의 공장상황에서 해당 기법의 효과성을 하고자 하였다.

data

set

설비군 수

(g)

제품

종류 수

(l)

파트

종류 수 (u)

평균

작업 수

(n)

평균

설비 수

(m)  

1 2 10 35 2400 100

2 2 10 35 4400 200

3 2 10 35 6400 300

[표 5-1] 실험 데이터의 개요

각각의 data set은 네 가지 공장상황 정보인 설비군별 설비 수, 제

품별 생산요구량, 설비 셋업 상태, 재공량의 변동성을 가정한 스케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제조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을 가정한 상황에서 ISR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data

set에 포함된 스케줄들의 네 가지 공장상황에 상세를 [표 5-2]에서 [표

5-5]와 [그림 5-1]에서 [그림 5-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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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종류
data set 1

(min, max, avg)

data set 2

(min, max, avg)

data set 3

(min, max, avg)

PT1 (1, 8, 3) (1, 218, 131) (1, 324, 202)

PT2 (4, 97, 20) (1, 199, 44) (1, 223, 107)

PT3 (1, 21, 4) (1, 44, 5) (1, 21, 3)

PT4 (1, 17, 3) (1, 44, 5) (1, 21, 3)

PT5 (1, 20, 4) (1, 48, 5) (1, 20, 3)

PT6 (1, 6, 1) (1, 19, 2) (1, 24, 2)

PT7 (1, 9, 2) (1, 19, 2) (1, 26, 2)

PT8 (1, 8, 2) (1, 18, 2) (1, 23, 1)

PT9 (1, 11, 2) (1, 21, 2) (1, 23, 2)

PT10 (1, 8, 1) (1, 21, 2) (1, 25, 2)

PT11 (1, 6, 2) (1, 10, 5) (2, 13, 7)

PT12 (1, 6, 2) (1, 11, 5) (1, 13, 7)

PT13 (1, 6, 2) (1, 11, 4) (1, 13, 7)

PT14 (1, 6, 2) (1, 11, 5) (3, 14, 8)

PT15 (1, 6, 2) (1, 11, 5) (1, 13, 7)

PT16 (1, 6, 2) (1, 11, 5) (2, 13, 7)

PT17 (1, 6, 2) (1, 11, 5) (2, 13, 7)

PT18 (1, 6, 1) (1, 11, 5) (1, 13, 7)

PT19 (1, 11,4) (1, 36, 4) (1, 34, 11)

PT20 (1, 10, 4) (1, 31, 5) (1, 36, 11)

PT21 (1, 11, 4) (1, 35, 4) (1, 30, 11)

PT22 (1, 10, 4) (1, 15, 8) (1, 22, 11)

PT23 (1, 10, 4) (1, 16, 7) (1, 20, 12)

PT24 (1, 9, 4) (1, 17, 8) (1, 23, 12)

PT25 (1, 9, 4) (1, 17, 8) (2, 20, 12)

PT26 (1, 10, 4) (1, 16, 7) (1, 19, 12)

PT27 (1, 10, 4) (1, 17, 8) (1, 20, 11)

PT28 (1, 12, 3) (1, 29, 4) (1, 20, 3)

PT29 (1, 12, 3) (1, 34, 4) (1, 17, 3)

PT30 (1, 9, 3) (1, 34, 4) (1, 23, 4)

PT31 (1, 37, 10) (1, 78, 17) (1, 106, 14)

PT32 (1, 40, 10) (1, 82, 17) (1, 113, 15)

PT33 (1, 8, 3) (1, 48, 5) (1, 23, 4)

PT34 (1, 8, 3) (1, 51, 5) (1, 30, 4)

PT35 (1, 7, 2) (1, 48, 5) (1, 23, 3)

설비군
data set 1

(min, max, avg)

data set 2

(min, max, avg)

data set 3

(min, max, avg)

1 (20, 29, 24) (45, 50, 49) (70, 79,7 5)

2 (70, 79, 74) (145, 154, 149) (220, 224, 229)

[표 5-2] 실험 데이터의 설비군별 설비 수 상세

[표 5-3] 실험 데이터의 재공량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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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종류
data set 1

(min, max, avg)

data set 2

(min, max, avg)

data set 3

(min, max, avg)

PT1 (0, 1, 0) (0, 8, 2) (0, 18, 1)

PT2 (0, 1, 0) (0, 8, 0) (0, 2, 0)

PT3 (6, 60, 16) (0, 122, 16) (0, 177, 23)

PT4 (3, 59, 48) (0, 128, 38) (0, 192, 150)

PT5 (0, 8, 1) (0, 31, 1) (0, 22, 2)

PT6 (0, 1, 0) (0, 1, 0) (0, 5, 0)

PT7 (0, 3, 0) (0, 5, 0) (0, 4, 0)

PT8 (0, 5, 1) (0, 30, 1) (0, 30, 8)

PT9 (0, 16, 1) (0, 24, 1) (0, 39, 2)

PT10 (0, 5, 0) (0, 12, 0) (0, 9, 0)

PT11 (0, 1, 0) · (0, 3, 0)

PT12 (0, 10, 4) · (0, 105, 34)

PT13 (10, 26, 17) (0, 52, 13) (0, 79, 27)

PT14 (0, 1, 0) (0, 6, 0) (0, 4, 0)

PT15 (0, 15, 6) (0, 51, 7) (0, 79, 45)

PT16 · (0, 2, 0) (0, 1, 0)

PT17 · (0, 4, 0) (0, 1, 0)

PT18 · (0, 2, 0) (0, 1, 0)

PT19 · · (0, 1, 0)

PT20 · (0, 2, 0) ·

PT21 · (0, 1, 0) ·

PT22 · (0, 2, 1) ·

PT23 · (0, 44, 23) ·

PT24 · (0, 37, 7) ·

PT25 · (0, 32, 15) ·

PT26 · (0, 121, 66) ·

제품
data set 1

(min, max, avg)

data set 2

(min, max, avg)

data set 3

(min, max, avg)

PA (9, 86, 55) (1,2 49, 166) (1, 379, 254)

PB (8, 27, 120) (1, 245, 56) (1, 291, 135)

PC (7, 97, 23) (1, 233, 30) (1, 123, 14)

PD (6, 90, 20) (1, 213, 26) (1, 338, 21)

PE (81, 107, 97) (159, 251, 222) (255, 375, 331)

PF (6, 45, 60) (1, 246, 43) (1, 261, 106)

PG (7, 128, 109) (1, 254, 186) (1, 364, 271)

PH (7, 49, 20) (1, 146, 23) (1, 103, 18)

PI (10, 106, 33) (1, 228, 51) (1, 324, 46)

PJ (5, 26, 18) (1, 243, 28) (1, 154, 21)

[표 5-4] 실험 데이터의 제품별 생산요구량 상세

[표 5-5] 실험 데이터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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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data set 1의 설비군별 설비 수 상세

[그림 5-2] data set 1의 재공량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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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data set 1의 제품별 생산요구량 상세

[그림 5-4] data set 1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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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data set 2의 설비군별 설비 수 상세

[그림 5-6] data set 2의 재공량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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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data set 2의 제품별 생산요구량 상세

[그림 5-8] data set 2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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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data set 3의 설비군별 설비 수 상세

[그림 5-10] data set 3의 재공량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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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data set 3의 제품별 생산요구량 상세

[그림 5-12] data set 3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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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및 유사도 기반 검색 상세

유사도 기반 검색의 1차 추출 오차 범위  : 5

유전 알고리즘의 검색 추출 스케줄 비율  : 10%

유전 알고리즘 상세

유전 알고리즘의 해집단 규모  : 100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 수  : 100

유전 알고리즘의 부모 크로모좀 선택 비율  : 30%

유전 알고리즘의 생존 개체 선택 비율  : 30%

[표 5-6] 실험 과정 상세

5.2 실험 과정

실험은 세 가지 data set에 대하여 30회씩 실시되었으며, 실험 과정

에서 활용되는 필터링 및 유사도 기반 검색과 유전 알고리즘의 상세는

[표 5-6]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R의 성능은 Defersha and

Chen(2010)의 유전 알고리즘 초기해 생성 방법(DCM) 대비 성능의 차이

를 비교함으로써 검증되었다.

각각의 data set에서 ISR과 DCM의 성능은 설비 가동률 와 지정

한 한계 가동률로 수렴하는 시간으로 평가되었는데, 한계 가동률은 각각

의 data set에서 ISR과 DCM의 평균 초기 설비 가동률과 평균 최종 설

비 가동률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53 -

data set
평균 초기
설비 가동률

평균 최종
설비 가동률

ISR DCM  ISR DCM 
1 78% 75% 3.8% 82% 81% 0.6%

2 82% 78% 5.2% 84% 83% 0.6%

3 82% 77% 6.2% 83% 82% 0.9%

[표 5-7] ISR과 DCM 가동률 비교

5.3 실험 결과

[표 5-7]은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 ISR과 DCM의 성능을 설비 가

동률의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두 기법의 성능 차이는 [수식 5-1]로

계산되는 편차로 비교되었다.

 
 

× [수식 5-1]

[표 5-7]의 평균 초기 설비 가동률 란에서, ISR로 생성한 초기 스

케줄의 평균 설비 가동률은 DCM의 기법으로 생성한 초기 스케줄의 평

균 설비 가동률 대비 data set 1에서 약 3.8%, data set 2에서 약 5.2%,

data set 3에서 약 6.2% 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모든 data set에서

ISR을 통해 초기 스케줄의 평균 설비 가동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관찰함

으로써 ISR이 기존 DCM 대비 우수한 설비 가동률을 보이는 초기 스케

줄 도입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평균 최종 설비 가동률에서도 ISR로 생성한 초기 스케줄은

DCM의 기법으로 생성한 초기 스케줄 대비 data set 1에서 약 0.6%,

data set 2에서 약 0.6%, data set 3에서 약 0.9%의 향상된 최종 설비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ISR이 우수한 성능의 초기 스케

줄 도입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의 스케줄 도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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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data set 1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1)

[그림 5-14] data set 1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2)



- 55 -

[그림 5-15] data set 1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3)

[그림 5-16] data set 2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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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data set 2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2)

[그림 5-18] data set 2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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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data set 3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1)

[그림 5-20] data set 3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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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data set 3내 ISR과 DCM의 수렴시간 (3)

[그림 5-13]에서 [그림 5-21]은 data set 1, data set 2, data set 3

각각에서 추출한 세 가지 샘플 데이터들에서 ISR과 DCM의 수렴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13]에서 [그림 5-15]는 data set 1에, [그림

5-16]에서 [그림 5-18]은 data set 2에, [그림 5-19]에서 [그림 5-21]은

data set 3에 속하는 데이터들이다. 수렴 속도의 비교 결과, [표 5-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data set에서 ISR은 DCM 대비 우수한 초기 설

비 가동률의 스케줄 도출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

수한 최종 설비 가동률의 스케줄에 빠르게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8]은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 ISR과 DCM 기법의 성능을 수

렴시간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수렴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data set 1의

한계 가동률은 80%, data set 2의 한계 가동률은 82%, data set 3의 한

계 가동률은 81%로 설정되었다. data set 1에서는 한계 가동률 80%에

도달하는 시간이 ISR와 DCM 각각 6.59초와 13.64초로 관찰되었고, data

set 2에서 한계 가동률 82%로 도달하는 시간이 ISR과 DCM 각각 15.29

초와 24.18초로 관찰되었다. 특히 data set 3에서는 한계 가동률 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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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한계 가동률 ISR DCM ∆

1 80% 6.59 초 13.64 초 7.05

2 82% 15.29 초 24.18 초 8.89

3 81% 14.56 초 62.4 초 47.84

[표 5-8] ISR과 DCM의 수렴 속도 비교

도달하는 시간이 ISR과 DCM이 각각 14.56초와 62.4초로, 약 50초의 매

우 큰 차이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소규모와 중규모의 공장 상황을

가정한 data set 1, 2에 비해 data set을 구성하는 설비 수와 작업 수가

실제 규모에 가장 근접한 data set 3에서 ISR의 수렴 속도가 가장 우수

한 것으로 관찰된 실험 결과는 해당 기법이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성공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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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6.1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 검색과 스케줄 수정 기반의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기법인 ISR을 제안하였다. ISR은 반도체 칩의 다층화로

인한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설비 가동률 저하와 불확실한 반도체 제조환

경으로 인한 잦은 재스케줄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

다. ISR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병목작업으로 분류되는 DA 작업과 WB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고집적,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 다중 칩 패키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ISR은 박종헌(2013)의 고속 자원 할당

계획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Chung et al.(2014)의 유전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ISR은 우수한 설비 가동률을 달성하는 스케줄을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로 도입함으로써 높은 설비 가동률의 최종 스케줄을 도출하는 속

도를 단축하였다. 이를 위해 필터링과 유사도 기반 검색을 활용한 스케

줄 검색과 스케줄 수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으며, 수정을 통해 도출된

해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수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의 효과를 제거하였다.

설비 수와 제품 수, 작업 수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규모의 공장을

가정한 ISR의 효과성 검증 실험을 통해 ISR이 기존의 Defersha and

Chen(2010)의 유전 알고리즘 초기 스케줄 생성 방법 대비 더 빠르게 좋

은 성능의 스케줄을 획득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SR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근래의 반도체 제조환경에서 반도

체 생산성 향상 및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또한 제안된 기법은 유연 잡 샵을 가정한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대상으로 제안되었으므로 기타 유연 잡 샵 모형의 제조시스템에

서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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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 검색과 수정 기반의 스케줄링 기법

ISR은 우수한 설비 가동률을 달성하는 스케줄을 빠르게 생성하기 위한

기법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ISR은 스케줄 검색과 스케줄 수정의 측면

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좋은

성능의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케줄 검색의 측면에서, ISR은 유사도 척도로 코사인 기반 유사도

의 단일 척도만을 활용하였다. 추후 스케줄 검색에 활용되는 유사도의

지표를 다양화하여 ISR에서 각각의 유사도 지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우수한 성능의 유사도 지표를 도입하려는 연구를 통해 스케줄 검색의 효

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유사도 계산에 사

용되는 각각의 공장 상황 정보의 변동이 스케줄 갱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검색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해, 공장 상황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가

중치를 부여한 유사도 지표를 통해 스케줄 검색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스케줄 수정의 측면에서, ISR은 세 가지의 한정된 스케줄 수

정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ISR이 적용될 수 있는 스케줄 갱신의

상황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SR

은 설비군별 설비 수, 설비 초기 셋업 상태, 제품별 생산요구량의 세 가

지 범주에서 일어나는 제조환경 상의 변동에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스케줄링 기법으로서 ISR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스케줄 변동요인의

범주를 확장하고 해당 요인들을 변수로 포함하려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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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days,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ystems has

focused on assembling multiple chips into a single package for the

production of high performance and high density semiconductors.

However, the production of multi chip package increases the

complexity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ystems. It especially

affects the facilities in semiconductor packaging line sine the line is

in charge of piling up multiple chips into a package.

In contrast, high fluctuations of the semiconductor demands and

risk scattered throughout the recen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ystems requires regenerating new schedules frequently. However,

high complexity of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ystems derived

from the production of multi chip packages makes it difficult to

promptly react those needs for the schedule regeneration since it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provide schedules with

satisfactory performanc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high-speed scheduling technique for

semiconductor packaging line is proposed and it employ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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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and repair methods. It retrieves the schedules from the

schedule database previously established and repairs them for

improving their performance in order to use them as initial solutions

for the genetic algorithm afterward. The high-speed of the proposed

scheduling approach is accomplished by the introduction of good

initial solutions for the genetic algorithm.

Computation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could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speed of scheduling of semiconductor

packaging line under the uncertain marke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 efficiently.

keywords : Semiconductor Packaging, Schedule search, Schedule

repair,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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