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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문자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에서, 

기계적인 사양의 만족과 주문한 제품의 납기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생산 품목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다양하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는 주문형 생산 

시스템에서는, 주문의 완료 시간 및 납기일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하나의 일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의 제약 조건들은 작업 내 각 공정의 

선행 및 후행 조건과 특정 작업에 대한 기계의 처리 가능 여부, 

작업반 배치에 따른 소요 시간 변화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스케줄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새로운 주문의 추가와 같은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일정계획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시간 내에 좋은 해를 찾는 효과적인 일정계획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 생산 사례를 통해 주문형 생산 문제를 

정의하고, 효율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전알고리즘과 

지역 탐색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 하에서 기존 일정계획 

알고리즘들과 새로운 일정계획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것이다. 

 

주요어 :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동시 작업, 야근 작업, 

변압기, 주문형 생산 시스템, 혼합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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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에서는 주문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Make-to-Order (MTO)전략 혹은 Engineering 

-to-Order (ETO)전략과 같은 제조전략이 흔히 사용된다. 이러한 

생산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기계적인 사양의 만족과 주문한 제품의 납기 준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계약된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와 다른 

주문의 생산을 고려한 효율적인 일정 계획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 생산현장에서는 다양한 주문들의 일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문 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문의 특징에 맞는 다른 종류의 기계 및 작업자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계 설비를 도입하면서, 한 공정 내에서 동일한 기계 혹은 이종 

기계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이종병렬기계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문형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체제에서는 생산 품목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기계의 

종류 및 소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특징들을 

모두 고려하여 각 주문의 생산 완료 시간 및 납기일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산업용 변압기 시장의 경우, 대량생산체제와 다른 수주를 

기반으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변압기 생산은 주문자가 원하는 전압과 용량 등의 상세 

요구사항에 만족시켜 모든 공정을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는 흐름 

생산(Flow shop)방식으로 생산한다. 이러한 흐름 생산 방식은 선행 

작업의 작업 지연이 후속 공정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7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문 생산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납기의 준수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변압기 생산 공장 

측면에서는 납기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신과 건조 공정 사이에는 중간 재고(Work 

in process)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므로, 중간 재고나 공정 간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제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납기를 만족시키면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정 계획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문제의 복잡성이나 수많은 제약조건들로 

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일정 계획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주문형 생산 환경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

품의 특성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설계 및 자재 수급이 이루

어진다. 특히 변압기 제조 공정의 경우, 주요 병목공정인 중

신과 건조의 완료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선행공정 및 

후행 공정의 생산 계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

해 주요 공정인 중신과 건조 일정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일

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

한 요구와 납기 준수에 대한 요구, 주문 시기의 불규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계획의 알고리즘의 성능과 더불어 계

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당

한 시간 안에 최대한 좋은 해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각 공정에 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어떤 공정은 일정한 숫자의 작업자가 배정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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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반면, 어떤 공정은 한번 작업이 시

작되면 작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도 있다. 또한 기존 연

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현장의 제약조건들이 존재하며, 이

러한 특징들은 일정의 목적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특징들 및 제약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하

여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의 해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병목 공정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기계 혹

은 더욱 생산 효율이 좋은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경우 한 공정 안에 여러 종류의 기계가 병렬로 존재하

게 되며, 주문의 특징에 맞는 기계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납기를 맞추고 재공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 기법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나

의 기계에서 두 개의 작업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이나 작

업자가 존재하는 공정의 경우 야근을 통해서 납기를 맞추기

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생산 현장에 존재하는 공정의 

특징들을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문제를 모델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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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문형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따르는 

산업용 변압기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할 

것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주요 공정인 중신과 건조 공정에 대한 

일정 계획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다. 

 

주문형 생산 환경이란 6개월에서 1년사이의 납기를 지니며, 각 

사양에 따라 공정에서 소요되는 생산 시간이 다른 생산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문형 생산을 따르는 변압기 생산 현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문제를 정의한다.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실제 생산 현장의 문제 크기보다 제한적인 

규모의 문제를 정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해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 현장의 

제약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적당한 시간 내에 좋은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 크기의 실험 문제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알고리즘의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10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변압기 생산 시스

템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제와 제약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작은 크기의 예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제약조건이 스케줄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정의된 스케줄링 문제 

제약 조건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고, 배경 이론과 기존 해

법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변압기 생산 현장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

제 정의와 해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합 알고리즘(Hybrid genetic algorithm)의 전체적인 구조를 

각 단계별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 별로 해를 구하는 구체적

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평균적인 성능과 성능 편차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3 가지 실험 문

제를 생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실험을 수

행하고, 실험 결과를 표와 95% 신뢰구간의 Interval plot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

론 및 한계점,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

구 내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여 부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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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정의 
 

이 절에서는 주문형 생산 방식을 따르는 실제 생산 현장의 사례

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목적함수와 제약조건들을 정리할 것

이다. 이를 위해 변압기 생산 공장의 실제 스케줄링 사례를 대상으

로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국내 H중공업의 중

전기 사업부의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2.1 변압기 생산 공정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교류의 전압이

나 전류의 값을 변화시키는 전기 설비이다. 변압기는 크게 변압기의 

외부를 구성하는 탱크와 내부를 구성하는 본체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를 구성하는 탱크는 외함과 부싱, 냉각기, 조정판넬 등의 부품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의 경우 철심 구조물에 감은 전선의 비에 

비례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며, 철심 구조물과 철심

에 결합되는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대완 외, 2008). 변압기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 1] 변압기의 구조 

 

하나의 산업용 변압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

며, 변압기의 용량 및 전압에 따라 변압기의 크기가 상이하다. 변압

기 수주가 확정되면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상세 설계 도면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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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며, 이 설계를 통해 필요한 자재의 발주 및 입고가 진행된다. 

 

일반적인 산업용 변압기 생산 공정은 순차적으로 철심, 권선, 조

성, 중신, 건조, 총 조립, 시험, 해체의 8 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고

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의 전압과 용량, 상세 사양 및 공정 별 

작업 시간이 결정된다. 전체적인 생산 공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 2] 변압기 생산 공정 요약도 

 

또한 각 공정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철심 공정: 철심 공정은 얇은 철판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철심의 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권선 공정: 권선 공정은 변압기의 변류비를 결정하는 중요

한 공정으로, 절연체로 이루어진 관 형태의 틀에 전선을 감

는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숙련된 작업자와 초보 작업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하게 되며, 전체 공정의 소요시간 중 상

당시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공정이다. 

 

 조성 공정: 조성 공정에서는 철심과 권선공정에서 제작된 

부품을 결합하는 공정이다. 조성을 마친 부분품은 크기가 크

기 때문에, 중간 재고를 위한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다. 

 

 건조 공정: 건조 공정에서는 결합된 철심과 권선을 건조로

에 넣어 수분을 증발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건

조로를 가동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건조로의 

수 또한 많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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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조립 공정: 총 조립 공정에서는 건조된 부품을 탱크 외

함과 결합하고, 작동에 필요한 기타 부품들을 부착하게 된다. 

 

 시험 공정: 시험 공정에서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 여부와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된

다. 

 

 해체 공정: 해체 공정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화물의 출고 및 선적을 위한 해체를 진행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은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8

가지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기는 주문 시점

으로부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을 담당하는 여러 작업

장 및 기계에서 다수의 주문이 동시에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한 효율적인 일정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정 계획의 목표는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납기일로부터 

얼마나 늦어지는지에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리 제품을 생

산할 경우 불필요한 재고 보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납기를 

최우선적으로 만족시키면서 생산에 관련된 비용들을 동시에 줄이는 

생산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정계획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변압기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일정계획을 위해서, 우선 비슷한 특

징과 구조를 가지는 생산 현장의 스케줄링 선행연구사례들을 분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압기 생산 공정을 기존에 존재하는 스케줄

링 분류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압기의 주문이 철심, 

권선, 조성, 중신, 건조, 총 조립, 시험, 해체의 8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되므로, 스케줄링 문제의 분류 중 흐름 생산(Flow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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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정 별로 선택 가능한 

기계 및 작업대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각 생산 단계(Stage) 별로 

병렬 기계 선택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

링 문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총 8 단계의 생산 과정 중 스케줄링에서 중요한 공정은 중신과 

건조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을 보면 중신 공정은 총 30

개의 작업대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또한 작업 기

간이 공수(Man-hour)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작업대에 작업반 

인원 편성에 따라 같은 작업대라고 하더라도 중신 공정에 소요되는 

일수가 다를 수 있다. 

 

[표 2- 1] 생산 공정 별 소요시간 비율 

권선 조성 중신 건조 총 조립 시험 해체 

28.72% 5.22% 30.03% 13.81% 7.83% 7.83% 6.52% 

 

건조 공정 또한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

정이다. 우선 건조로의 수가 12기밖에 되지 않는 병목공정이기 때

문에, 건조로의 효율적인 배정과 활용이 납기 만족에 있어서 중요하

다. 이러한 병목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현장에서

는 변압기의 크기에 따라 2개의 변압기의 건조를 동시에 수행하기

도 한다. 주요 공정을 위주로 변압기 생산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주요 공정은 검은색으

로 표현되었으며, 좌측 상단의 숫자는 기계 혹은 작업대의 수를 의

미한다. 

 

 

[그림 2- 3] 생산 주요 공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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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중신 공정과 건조 공정의 특징들은 생산 스케줄링 문

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공정들은 

이 두 공정에 비하면 기계의 숫자나 소요 시간 면에서 여유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압기 생산 공정의 스케줄링 문제를 주

요 공정위주로 재정의하면 납기 지연일(Total tardiness)을 최소화

하는 2-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스케줄링 문제가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품의 전압과 용량의 범위에 따라 대략 30개의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제품의 타입 별로 각 공정에서 소요되

는 시간이 상이하다. 

 

 중신 공정의 경우 각 제품 타입 별로 작업이 가능한 중신 

작업대의 그룹이 나뉘어 있다. 또한 중신 작업은 전체 작업 

공정 중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긴 편이다. 

 

 건조 공정 역시 각 제품 타입 별로 가능한 건조로가 나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조로의 수가 적어 주문이 많을 경우 

작업의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잦다. 

 

 중신과 건조 공정 사이에는 중간재고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

므로, 중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건조작업을 진

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바탕으로 주문형 생산을 기반으로 한 변압기 

생산 스케줄링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 4] 변압기 생산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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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케줄링 문제들은 Three-field not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구조, 제약조건, 목적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Pinedo, 2008). 위와 같은 문제를 기존에 스케

줄링 문제를 분류하는 Three-field notation으로 표현하면 

𝐹𝐻2, ((𝑅𝑀(𝑘))
𝑘=1

2
) |𝑟𝑗| ∑ 𝑇𝑗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Ruiz and 

Vázquez-Rodríguez, 2010).  

 

위 분류식에서 RM은 Unrelated parallel machine 제약조건을 나

타내고, Unrelated parallel machine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특징

은 3장의 관련연구와 함께 다룰 것이다. rj는 각 주문의 release 

time을 나타내며, 선행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스케줄링 문제의 목적함수는 생산완료시점에서 납기일을 

뺀 납기 지연일의 총합인 Total tardiness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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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신 공정의 야근 작업 
 

중신 공정의 경우, 특정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작업대에 작업반

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

의 유연성을 높이고 납기가 임박한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신작업반은 총 두 개의 작업대를 배정받으며 두 개

의 주간 작업반과 하나의 야근 작업반으로 나뉜다. 주간 작업반의 

경우에는 각자 미리 정해진 하나의 작업대가 있지만, 야간 작업반의 

경우 두 개의 작업대 중 하나의 작업대를 선택하여 작업하게 된다. 

작업반 배정의 예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5]와 같다. 

 

 
[그림 2- 5] 야근반 배정 

 

중신 공정의 경우, 소요 시간은 변압기의 전압과 용량에 따라 필

요 공수(Man-hour)로 산출된다. 이 때 야근 작업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반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작업에 투입되어,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소요 일수가 

산출되게 되며, 야근 작업반의 배정에 따라 생산완료시점과 납기준

수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야근 반영의 결과를 간트 차트(Gantt 

chart)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2-6]과 같다. 

 

 
[그림 2- 6] 야근 배정 결과 

 

위 그림을 보면 주간 작업만 고려된 경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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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야근 작업이 동반된 중신공정작업의 경우 짙은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중신공정 소요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

정된 일간 공수를 우선 산정하고 제품의 필요공수에서 차감되는 형

태로 계산하게 된다. 또한 마지막 날은 필요 공수가 작업대의 공수

보다 작더라도 하루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주간 작업반만 작업대에 배정된 경우, 해당 작업대의 

일간 공수는 하루 근무시간과 배정 인원의 곱으로 표현되어 총 90

시간으로 계산된다. 반면 야간작업반이 함께 배정된 경우 일간 공수

는 총 160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전압과 용량을 지니

는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야간작업반의 배정에 따라 중신 공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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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조 공정의 동시 건조 
 

주문한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병목공정의 기계 활용도

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두 공정 사이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재공 재고(Work In Process; WIP)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생산완료시점을 앞당기고, 재공 재고의 비용

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변압기 생산 현장에서는 두 개의 주문을 동

시에 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변압기의 건조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조로의 크기

가 두 개의 변압기 부분품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하며, 건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시에 건조하고자 하는 변압기의 전압과 용

량이 동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건조 공정의 동시 건조 작업을 그림

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2-7]과 같다. 

 

 
[그림 2- 7] 건조 공정의 동시 작업 

 

위 그림을 보면, 전압과 용량이 같은 작은 크기의 변압기들은 동

시에 건조를 하는 것이 완료시간과 기계의 활용도 측면에서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 건조에 사용되는 연료 또는 

전기 측면에서도 단순히 하나씩 건조하는 방법보다, 두 개를 동시에 

건조하는 것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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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케줄링 문제 예시 
 

이 절에서는 작은 크기의 스케줄링 문제 예시를 통해 변압기 생

산 공정의 스케줄링 문제와 제약조건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총 주문

이 4개인 스케줄링 문제를 가정하고, 중신 공정과 건조 공정은 각각 

3개와 2개의 기계를 가지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로 나

타내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 2-8]과 같다. 

 

 
[그림 2- 8] 예시 문제 요약 

 

중신공정이 완료된 변압기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Stage 1에 

해당하는 중신 공정에서 완료된 작업은 완료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건조 공정의 대기열로 들어가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게 된다. 또한 중

신 공정은 총 2개의 작업반이 존재하며, 작업반 1의 경우 야간작업

반을 고려하여 중신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림 2- 9] 작업반 배정 예시 

 

건조 공정의 경우 총 2대의 건조로가 존재하며, 주문 1과 2의 경

우 건조로 1에서 동시 건조가 가능하다. 또한 주문 3의 경우 전압

과 용량이 큰 대형 변압기이기 때문에, 대형 건조로인 건조로 2에서

만 건조가 가능하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2-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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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2- 10] 동시 건조 예시 

 

병렬 기계를 선택 시, 각 주문마다 처리 가능한 중신 작업대 및 

건조로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스케줄을 생성해

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 2] 처리 가능 조건 

주문 
중신 공정 (Stage 1) 건조 공정(Stage 2) 

작업대 1 작업대 2 작업대 3 건조로 1 건조로 2 

1 ○ ○ Ⅹ ◎ ◎ 

2 ○ ○ Ⅹ ◎ ◎ 

3 ○ ○ Ⅹ Ⅹ ○ 

4 Ⅹ Ⅹ ○ Ⅹ ○ 

 

위 [표 2-2]에서 ◎는 동시 건조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와 Ⅹ

는 처리 가능과 불가능을 의미한다. 각 주문의 Release time, 납기

일, 소요 공수 및 소요 일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 3] 공수 및 소요 일수 

주문 
Release 

time 
납기일 

소요 공수 

(중신 공정) 

소요 일수 

(건조 공정) 

1 4 15 580 5 

2 3 15 580 5 

3 5 18 720 6 

4 7 24 14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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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 공정에서 야근작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반 별로 주

간작업반과 야간작업반의 인원배치를 정해야 한다. 이 예시에서는 

작업반 1을 야근작업이 가능한 작업반으로 설정하고, 배정된 작업대

는 총 2개로, 총 인원은 28명으로 설정하였다. 작업반 2의 경우에

는 야근 작업을 고려하지 않는 작업반으로 설정하고, 배정된 작업대

는 1개로, 총 인원은 14명으로 설정하였다. 야근반은 순서가 빠른 

주문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 4] 작업반 인원 설정 

 

작업반 1 작업반 2 

주간작업반 1 주간작업반 1 야간작업반 주간작업반 

작업대 1 작업대 2 작업대 1, 2 작업대 3 

작업자 수 10 10 8 14 

계 28 14 

 

이를 바탕으로 중신 공정의 야근 작업과 건조 공정의 동시 

건조를 고려한 스케줄(1-2-3-4 순서)을 생성하면 다음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 11] 동시 건조 고려 스케줄 

 

이 스케줄에 대한 각 공정의 기계 배정 및 납기 지연일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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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 기계 배정 결과 (동시 건조 고려) 

 

이 스케줄의 경우, 주문 1과 2를 건조로 1에서 동시에 건조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신 공정에서 같은 필요공수를 가지는 

주문 1과 2라고 하더라도, 야근작업반의 배치 유무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순서가 빠른 주문 1이 

우선적으로 야근반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스케줄링 결과 주문 

4가 지연됐으며, 총 납기지연일(Total tardiness)은 1일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건조하는 일정의 효용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약 동시 

건조 작업을 고려하지 않는 스케줄을 생성한다면 다음 [그림 2-

13]과 같다.  

 

 

[그림 2- 13] 동시 건조를 고려하지 않은 스케줄 

 

이 스케줄에 대한 각 공정의 기계 배정 및 납기 지연일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4]와 같다. 

 

 

[그림 2- 14] 기계 배정 결과 (동시 건조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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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에는 건조로 1에서 동시에 건조되는 작업을 건조로 

1과 2로 나눠서 건조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건조로의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주문 3과 4가 지연되어 총 

납기지연일이 3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시 건조가 

고려된 상황이 납기를 준수하고 장비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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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이 절에서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관련 이론들을 정리할 것이다. 우선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의 정의와 기존 해법들을 분석하고, 변압기 생산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다룰 것이다. 

 

3.1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3.1.1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정의 

 

Johnson의 연구 이후로부터, Flow shop 문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Johnson, 1954). 고전적인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하나의 공정이 오직 하나의 기계만을 가지는 제한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문제 정의는 화학 산업 같이 생산 품목 

및 기계의 수가 적은 대규모 생산에서는 유용하였지만, 한 공정당 

여러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생산 현장에서는 맞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Single machine 가정은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의 해를 

구하기는 비교적 쉬웠지만, 실제 생산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 공정에 여러 

대의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 

병렬 기계 선택 문제(Parallel machine problem)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한 공정 안에서 같은 종류의 

기계 혹은 서로 다른 이종 기계가 병렬로 존재하여 작업간의 순서 

외에도 기계 배정에 따라 스케줄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기계는 기존의 기계보다 성능이 더 높은 

경우 혹은 특정 주문에 대한 전용 기계의 도입과 같은 경우가 

존재하여, 기계들간의 생산 속도 및 가능 불가능 조건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 연구에서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Flexible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병렬 기계를 포함한 Flow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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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이러한 

스케줄링 문제는 유리병, 바지, 카페트 및 목재 가공 공장 등 실제 

생산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어 왔다 (Lopez and Roubellat,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형태를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로 정의하였다.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는 Parallel machine 

scheduling(PMS), Flow shop scheduling(FSS)로 이루어진 두 

개의 스케줄링 문제의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PMS 문제의 

요점은 특정한 작업을 기계에 할당(Machine allocation)하는 것이고, 

FSS 문제의 요점은 작업들간의 순서를 결정(Job sequencing)하는 

것이다. 따라서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의 해법은 기계 

배정과 작업 순서 결정의 두 가지 세부 문제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세부 문제는 도출된 해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문제의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문의 수와 기계의 수, 그리고 소요 시간은 사전에 알고 있

다고 가정한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공정(Stage)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

정한다. 

 

 적어도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 이상의 기계를 가져야 하며, 

하나의 기계는 한번에 하나의 작업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의 주문은 여러 개의 작업(Operation)을 가지며, 각 작

업은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된다. 

 

 한번 시작된 작업에 대한 Pre-emption은 없다고 가정한다. 

 

 모든 기계는 항상 활용 가능하며, 고장의 경우는 없다고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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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는 1979년에 제안된 

표기법(Three-field notation)에 따라, 세 가지 분류로 정의하는 

방식(α|β|γ)으로 표현될 수 있다 (Graham et al., 1979). 이 

표현법에서 α는 병렬 기계의 특징을 표현한다. 두 번째 β는 제약 

조건들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γ는 목적 함수를 나타낸다.  

 

우선 α에서는 공정의 수(The number of stages)와 병렬 기계의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병렬 기계의 특성은 병렬 기계의 조합에 

따라 Identical, Uniform, Unrelated parallel machines로 나뉜다. 

우선 Identical parallel machines은 모든 기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하며, 따라서 해당 공정에서 모든 주문의 소요 시간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Uniform parallel machines은 

기계마다 고유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에서의 작업 시간은 각 

기계의 속도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Unrelated parallel machines는 특정 주문 혹은 주문의 타입이 

반드시 특정 기계에 배정되어야 하며, 이 때 작업 시간은 배정된 

기계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다. 

 

β에서는 생산 현장에서의 제약 조건들을 나타낸다. 공정에서 

작업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셋업 시간(Setup time)이 선행되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나, 각 공정간의 이송 시간(Transportation 

times)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반도체 

공정과 같이 정해진 흐름을 따라 생산된 제품이 다시 공정 안으로 

진입하여 작업하는 re-entrant 제약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약 조건들은 다음 [표 3-1]과 같다. 

이 외에도 생산 현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다. 

 

[표 3- 1] 제약 조건 요약 

약자 의미 

rj 
Release time 혹은 Release date를 의미하며, Job 

j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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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이다. 

prmu 
Permutation의 약자로, 모든 Stage에서 동일한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prec 
Precedence의 약자로, 작업간의 선행조건이 있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Mj 

기계의 자격제한(Eligibility)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업의 특정 공정이 특정한 기계 집합인 Mj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Ssd, 

SDST 

Sequence dependent setup time의 약자로, 선행 

작업에 따라 준비 시간(Setup time)이 달라지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prmp 

Preemption의 약자로, 기계에서 특정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의 진척도가 

유지가 되면 Preemption-resume이라고 하며,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이 다른 작업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Preemption-

reset이라고 한다. 

block 

공정간 유휴 공간(Buffer)에 제한이 있어서, 기존 

작업이 유휴 공간의 한계만큼 차있을 경우, 유휴 

공간이 발생할 때까지 선행 공정에서 기다려야 

하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recrc 

Recirculation의 약자로, 한 공정에서 처리된 

작업이 다시 그 공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unvail 
모든 기계가 항상 작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조건이다. 

no-wait 
연속된 두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제약조건이다. 

pj=p 
모든 작업시간이 p로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제약 

조건이다. 

sizejk 
특정 작업 Ojk가 sizejk 기계에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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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γ에서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의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목적 함수 중 Cmax는 생산 완료 

시간(Makespan)을 최소화하는 문제이며, T는 납기 지연일(Total 

tardiness)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목적함수 

외에도 두 개 이상의 목적함수가 혼합된 형태(Multi-criteria)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적함수들은 다음 [표 3-

2]와 같다. 여기서 Wj는 j번째 주문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표 3- 2] 목적 함수 요약 

분류 약자 산출식 의미 

완료 

시간, 

체류 

시간 

관련 

Cmax 𝑚𝑎𝑥𝑗𝐶𝑗 
Maximum completion time 

(총 완료 시간 또는 Makespan) 

𝐶̅ ∑ 𝐶𝑗 
Total 또는 average completion time 

𝐶̅𝑤 ∑ 𝑤𝑗𝐶𝑗 
Total 또는 average weighted 

completion time 

Fmax 𝑚𝑎𝑥𝑗(𝐶𝑗 − 𝑟𝑗) Maximum flow time 

�̅� ∑ 𝐹𝑗 
Total 또는 average flow time 

�̅�𝑤 ∑ 𝑤𝑗𝐹𝑗 
Total 또는 average weighted flow 

time 

납기 

만족 

관련 

Tmax 𝑚𝑎𝑥𝑗𝑇𝑗 Maximum tardiness 

�̅� ∑ 𝑇𝑗 
Total 또는 average tardiness 

�̅�𝑤 ∑ 𝑤𝑗𝑇𝑗 
Total 또는 average weighted 

tardiness 

�̅� ∑ 𝑈𝑗 

Number of late jobs 

(j번째 작업이 지연되면 Uj=1, 그렇지 

않으면 Uj=0) 

�̅�𝑤 ∑ 𝑤𝑗𝑈𝑗 
Total weighted number of late jobs 

Emax 𝑚𝑎𝑥𝑗𝐸𝑗 Maximum earliness 

�̅� ∑ 𝐸𝑗 
Total 또는 average earliness 

�̅�𝑤 ∑ 𝑤𝑗𝐸𝑗 
Total 또는 average weighted 

earliness 

Lmax 𝑚𝑎𝑥𝑗𝐿𝑗 Maximum l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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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j-dj) 

기타 
Total resource allocation cost 

(Behnamian et al., 2011) 

혼합 
두 개 이상의 목적함수가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3.1.2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관련 연구 

 

Hybrid flow shop 문제는 1970년도에 처음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lvador, 1973). 이 연구에서 Salvador는 합성 섬유 

산업의 Makespan을 최소화하는 No-wait Hybrid Flow shop 

문제를 모델링 하고, 이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후 

Garey와 Johnson은 Makespan을 목적함수로 가지는 Hybrid flow 

shop 문제가 NP-complete임을 보였다 (Michael and Johnson, 

1979). 많은 연구들이 NP-complete의 계산 난이도의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풀기 위해, 발견적 기법(Heuristic)과 

같은 근사 해법들과 수리적인 모형을 세우는 해법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연구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197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Ruiz and Vazquez-Rodriguez, 

2010). 선행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비교적 최신 연구들은 선행 연구의 논문 선택 기준과 분석 방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된 Hybrid flow 

shop 문제들은 병렬 기계의 종류와 목적함수 별로 분류하여, [표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3] 선행 연구 정리 (2010~2013) 

선행 연구 병렬 기계  목적함수 해법 

2010년 

Behnamian et 

al., 2010 

Uniform Sum of tardiness 

and earliness 

hybrid 

metaheu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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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Ant 

colony 

optimisation + 

neighbourhood 

search) 

Irohara, 2010 Unrelated Total weighted 

tardiness and 

earliness 

MILP with 

Lagrange relaxtion 

Kahraman et 

al., 2010 

Identical Makespan Parallel greedy 

algorithm 

approach 

Karimi et al., 

2010 

Identical Makespan and 

Total weighted 

tardiness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solution 

Khalouli et 

al., 2010 

Identical Total weighted 

tardiness and 

earliness 

Ant colony 

optimization 

Nishi et al., 

2010 

Identical Total weighted 

tardiness 

Dynamic 

programming with 

Lagrange 

relaxation 

Niu and Zhou, 

2010 

Identical Makespan Quantum genetic 

algorithm 

Rashidi et al., 

2010 

Unrelated Makespan and 

Max tardiness 

Local search and 

Genetic algorithm 

Syam and 

Al-Harkan, 

2010 

Identical Makespan 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Tabu search 

Tang and 

Wang, 2010 

Identical Total Weighted 

Completion Time 

Improve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Zandieh et 

al., 2010 

Unrelated Makespan Robust genetic 

algorithm 

2011년 

Behnamian Unrelated Makespan and Genetic algorithm 



 

 32 

and Fatemi 

Ghomi, 2011 

Total resource 

allocation costs 

and neighborhood 

search 

Behnamian 

and Zandieh, 

2011 

Identical Earliness and 

quadratic 

tardiness penalties 

Colonial 

competitive 

algorithm 

Chaari et al., 

2011 

Identical Makespan Genetic Algorithm 

for Robust 

Scheduling 

Cho et al., 

2011 

Identical Makespan and 

Total tardiness 

Minkowski 

distance-based 

PGA with local 

search strategy,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Choi et al., 

2011 

Unrelated Mean flow time, 

Mean tardiness, 

and The number 

of tardy jobs 

Decision tree 

based mechanism 

Choong et al., 

2011 

Identical Makespan Hybri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Engin et al., 

2011 

Identical Makespan Genetic algorithm 

Mirsanei et 

al., 2011 

Identical Makespan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Wang et al., 

2011 

Identical Makespan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Xu and Wang, 

2011 

Uniform Makespan Differential 

evolution 

2012년 

Abyaneh and 

Zandieh, 

2012 

Identical Makespan and 

Total tardiness 

Sub-population 

genetic algorithm 

II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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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ov et al., 

2012 

Identical Makespan Adaptive 

randomized list 

scheduling 

(ARLS) heuristic 

Gicquel et al., 

2012 

Identical Total weighted 

tardiness 

MILP 

Jolai et al., 

2012 

Identical Makespan Simulated 

annealing (PBSA), 

Adapted 

imperialist 

competitive 

algorithm (AICA) 

Liao et al., 

2012 

Identical Makespa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argar and 

Zandieh, 

2012 

Identical Makespan and 

Total tardiness 

Water flow-like 

algorithm 

Singh et al., 

2012 

Unrelated Makespa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Xu et al., 

2012 

Identical Makespan Effective Shuffled 

Frog Leaping 

Algorithm 

Ziaeifar et al., 

2012 

Identical Makespan Genetic algorithm 

2013년 

Chou, 2013 Identical Makespa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with 

cocktail decoding 

method 

Fattahi et al., 

2013 

Identical Makespan Mathematical 

model and 

extension 

algorithm (based 

on Johnson's 

algorithm) 

Mirabi et al., 

2013 

Identical Makespan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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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dinasab 

et al., 2013 

Identical Makespan Adaptive 

imperialist 

competitive 

algorithm 

Pan et al., 

2013 

Identical The penalty 

caused by sojourn 

time and the 

earliness/tardiness 

of cast starting 

Artificial Bee 

Colony Algorithm 

Rossi et al., 

2013 

Identical Makespan and The 

number of tardy 

jobs 

Constructive 

heuristic 

algorithms 

Tran and Ng, 

2013 

Identical Makespan and 

Total tardiness 

Hybrid water flow 

algorithm 

Wang and 

Liu, 2013 

Identical Makespan Heuristic method 

based on branch 

and bound (B&B) 

algorithm 

Wang et al., 

2013 

Identical Makespan Enhanced 

estimation of 

distribution 

algorithm 

 

 

3.1.2.1 병렬 기계 종류 별 관련 연구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는 병렬 기계의 특성에 따라 

크게 Identical, Uniform, Unrelated parallel machines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계 특성 별로 분류된 총 257개의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포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 4] 병렬 기계 특성 별 비율 

Stage 
병렬 기계의 특성 별 비율 (%) 

Identical Uniform Unrelated 계 

2 23.74 1.56 3.89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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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28 1.17 0 5.45 

m 55.25 1.95 8.17 65.37 

Total 83.27 4.67 12.06 100 

 

위의 [표 3-3]의 결과를 병렬 기계 종류별로 보면, Identical, 

Unrelated, Uniform 순으로 기존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기계가 동일하다는 Identical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고 문제를 모형화하기에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다른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구 

유형은 m-stage identical parallel machin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였다. 위 결과의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차트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 1] 병렬 기계 특성 별 분포 

 

또한 Stage별로 선행연구 분포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m-stage 문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문제가 

간단한 2-stage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3-stage 문제는 m-stage 문제의 m이 3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1.2.1 목적 함수 별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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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서 목적 함수의 설정은 적절한 

해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 257개의 

기존 선행 연구들을 목적 함수 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 5] 목적 함수 별 선행 연구 분포 

목적 함수 비율 (%) 

Cmax, Makespan 59.53 

Other 9.34 

C / F 8.17 

T 5.06 

Multi-objective 4.67 

U 3.5 

Tw 2.33 

E / T 2.33 

Cw / Fw 1.95 

Tmax 1.56 

Fmax 0.78 

Lmax 0.78 

계 100 

 

위 표에서 Multi-objective는 두 개 이상의 목적 함수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며, Other의 경우 논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목적함수를 의미한다. Multi-objective의 예로는 Tardiness와 

Makespan의 가중합의 형태로 정의된 목적 함수를 들 수 있으며, 

Other의 예로는 논문 내에서 실제 생산 현장의 요구에 따라 Total 

resource allocation cost 등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Behnamian and Fatemi Ghomi, 2011). 목적함수 간 

상대적인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 결과를 차트로 도시화하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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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 목적 함수 별 선행 연구 비율 

 

위 결과를 보면, 총 완료 시간을 의미하는 Makespan을 

목적함수로 하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목적함수가 

아닌 새롭게 정의된 목적함수를 사용하는 Other, 완료 시간 및 

재공 재고비용과 관련된 목적함수인 C와 F가 각각 9%와 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납기와 관련된 Tardiness 관련 연구는 Makespan 관련 

연구에 비해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납기 

지연일의 총 합과 가중 합을 의미하는 T와 Tw의 경우 각각 약 

5%와 2%의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최대 납기 지연일과 관련된 

Tmax와 Lmax 목적함수들 또한 약 1%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중 

Unrelated 병렬 기계의 특성을 가지면서 Tardiness를 목적함수로 

하는 2-stage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related 병렬 기계의 특성을 

지니는 2-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실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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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하고, 그 해법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3.2절에서는 Hybrid flow shop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해법들의 접근 방식 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 별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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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FSP 기존 해법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Solution approach)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수리적인 접근(Exact), 발견적 접근(Heuristic), 시뮬레이션 및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접근(Simulation / Decision support system) 

그리고 혼합 접근(Hybrid)의 4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Ribas et al., 2010). 이를 계층적인 구조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 3] 스케줄링 문제 해법의 접근방식 

 

3.2.1 Exact approach 

 

Exact approach는 수리적인 모형(Mathematical programming)을 

수립하고 최적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항상 최적의 일정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 approach 중 하나인 Dynamic programming(DP)는 동적 

계획법이라고도 불리며,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개의 하위 문제(Sub 

problem)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동적 

계획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그 중에서 

최적해를 찾아내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를 얻기 위한 

계산 시간이 문제의 크기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최적해를 구하는 Exact approach로는 분기한정법(Branch 

& Bound; B&B) 방식이 있다. Branching을 통해서 두 개의 하위 

문제를 생성하고, Lower bound를 구하면서 비가능해(In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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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적해를 구해나간다. 

 

3.2.2 Heuristic approach 

 

Heuristic approach는 발견적 접근 방식으로도 불리며,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적당한 시간 안에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찾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구조에 따라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와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로 나눌 수 있다. 

 

3.2.2.1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는 특정 규칙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능한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해를 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가능한 일정을 구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 중 하나인 NEH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삽입(Insert)연산을 통해 부분해(Partial schedule) 

집합을 생성하고, 부분해의 집합 중에서 가장 좋은 목적함수 값을 

가지는 부분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를 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2.2.2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는 점차적으로 해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 방식은 먼저 기존의 우선순위 규칙 등으로 

가능해(Feasible solution)을 찾고, 이를 정해진 반복 구조에 따라 

개선해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적인 모형을 

이용한 방법보다 짧은 시간 안에 최적의 해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선 과정에서 정확한 인과 관계를 

알기가 힘들고, 더 좋은 해를 얻기 위해서는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초기 가능해를 구하는 과정이나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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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지역 최적해(Local 

optimum)에 수렴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과 지역 탐색(Local search)이 있다. 

 

우선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본떠서 만든 Meta Heuristic 알고리즘이다. 유전 알고리즘은 대부분 

정해진 수의 해로 구성되는 해집단을 가진다. 유전자들을 가지는 

개체의 집합인 인구(Population) 중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적합도(Fitness)가 높은 유전자를 가지는 개체가 높은 확률로 

살아남아서, 자손의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손의 재생산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는 과정인 

교배(Crossover) 혹은 부모 중 하나의 유전자의 변형과정으로 

생성되는 돌연변이(Mutation)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인구를 

형성하게 된다. 

 

유전 알고리즘에서 세대간의 차이는 주로 적합도를 바탕으로 한 

선택(Selection)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해집단의 다양성을 위해서, 

해집단이 대부분 새로 생성된 해집단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세대형 

유전알고리즘(Generational GA)이라고 하고, 새로운 해가 생기는 

대로 해집단에 추가해주는 방식을 안정상태 유전알고리즘(Steady-

state GA)이라고 한다 (문병로, 2003). 

 

또 다른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로는 이웃 탐색 기법 

(Neighborhood search)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하나의 기준 

해를 바탕으로 Pairwise Interchange (PI), Adjacent Pairwise 

Interchange (API) 등을 통해 이웃을 정의한다. 그 후 근접한 

이웃들의 해를 평가한 뒤, 가장 좋은 목적함수 값을 가지는 이웃을 

다음 기준해로 선정하여 더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탐색을 계속한다. 이 접근방식은 지역최적해는 구할 수 있으나, 

구한 해가 전역최적해(Global optimum)가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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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Hybrid approach 

 

Hybrid approach는 기존의 해법 중 하나 이상의 해법을 

결합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Johnson의 알고리즘과 

수리적 모델링 기법을 결합하여 해를 구하거나 (Fattahi et al., 

2013), 지역 탐색법과 유전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해를 구하는 방식 

등이 있다 (Behnamian and Fatemi Ghomi, 2011). 또한 Exact 

approach 측면에서는 Liu and Chang은 Lagrangean relaxation-

based approach와 Dynamic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총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k-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Liu and Chang, 2000). 

 

3.2.4 Simulation & Decision Support System (DSS) 

 

이 기법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Decision Support System 

(DSS)을 생성한 뒤, 구한 DSS를 통해서 효율적인 스케줄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스케줄링 문제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 데이터를 생성하여, 어떤 해법이 가장 좋은 

해를 보이는지 의사 결정 나무(Decision tree)를 통해 결정하는 

연구 등이 있다 (Choi et al., 2011). 

 

3.2.5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해법 관련 연구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해법의 적절한 

접근방식을 찾고, 이를 통해 최적해 또는 최적해에 근접한 해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해법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유형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해를 찾을 수도 

있지만, 계산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소요되거나 좋지 못한 해를 찾을 

수도 있다. 총 257개의 기존 선행 연구들을 해법의 접근 방식 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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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해법 접근방식 별 선행 연구 분포 

접근 방식 해법 비율 (%)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 

Hybrid approach 

Heuristics 

(발견적 기법) 
40.08 

Exact approach 

Mathematical programming and 

formulation 

(수리계획법) 

14.79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 

Dispatching rules 

(우선 순위 규칙) 
10.89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 

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즘) 
9.73 

Exact approach 
Branch and Bound 

(분기한정법) 
8.56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 

Simulated annealing 

(담금질 기법) 
5.45 

Simulation & Decision 

Support System 

Other approach 

(기타 접근 방식) 
5.45 

Improvement heuristic 

approach 
Tabu search 5.06 

계 100 

 

해법의 접근 방식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을 보기 위해서, 위 

결과를 그림으로 도시화하면 다음 [그림 3-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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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해법의 접근 방식 별 분포 

 

해법의 접근 방식 별 비율을 보면, 발견적 기법(Heuristic 

approach)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의 

특성 상, 생산 현장에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들여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으로 최적해에 근접한 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수리적인 접근방식(Mathematical programming and formulation) 

과 분기한계법(Branch and Bound)은 각 15%와 9%로, 발견적 

기법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빠른 속도로 해를 구할 수 있는 우선 순위 

규칙(Dispatching rules)이나 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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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Tabu search와 Simulated annealing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타 (Other) 

접근방식은 Decision support system(DSS) 등이 있으며,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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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압기 생산공정 관련 연구 
 

변압기 생산 공정에 관련된 기존 연구 중에서는 변압기 공장 

내의 스케줄링 문제를 Job shop의 형태로 모델링하고, 이 문제의 

애로 공정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있었다 (서준용 외, 

2001). 이 연구에서는 전체 변압기 공장의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애로공정(Bottleneck)의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선후 공정에 대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일정을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애로공정의 일정 계획은 장비 제약조건과 제품별 납기, 

사양을 반영한 할당순위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애로 공정의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애로공정만을 다루었으며, 성능 실험을 위해 

하나의 EDD 규칙과 비교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주문생산의 특성을 따르는 변압기 생산 계획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는, 산업용 변압기 생산 공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일정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박창권 

외, 2003). 이 연구에서는 대상 공정 중에서 병목공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권선공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병목 공정인 권선 공정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두 가지 우선순위 규칙(EDD, SPT)들만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입찰을 통한 수주 방식인 다품종 소량 주문자 생산 

방식을 따르는 변압기 산업의 일정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다 (강대완 외, 2008). 이 연구에서는 변압기의 특징에 따라 

처리 가능한 권선기가 달라지는 상황을 제약조건으로 추가하고, 

병렬작업을 고려하여 리드타임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권선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납기 

만족도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변압기 공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로는 변압기 공정 개선을 

위한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황덕형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APS 개선을 



 

 47 

위한 요소를 AMOS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주문 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의 ERP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 또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에 대한 

알고리즘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림동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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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 제안 

 

이 절에서는 2절에서 정의된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혼합 알고리즘(Hybrid Genetic Algorithm; 

HGA)을 제안할 것이다. 

 

4.1 전체 알고리즘 구조 
 

새로운 혼합 알고리즘은 NEH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지역 탐색 알고리즘을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기존에 Permutation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NEH 알고리즘을 통해 초기 해를 구한다. 그 후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전체 

Population 내의 가장 높은 적합도를 지니는 해의 지역 탐색을 

수행한다. 전체 알고리즘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 1] 전체 알고리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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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NEH 알고리즘 단계 
 

NEH(Nawaz-Enscore-Ham) 알고리즘의 기본원리는 n개의 

job을 Partial schedule과 Unscheduled set으로 나눈 뒤, 

Unscheduled set에서 선택된 job을 Partial schedule에 삽입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Partial schedule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해를 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대표적인 Constructive heuristic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NEH 알고리즘을 통해 초기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𝑛(𝑛+1))/2−1개의 Partial sequence들의 성능을 

구하는 연산이 필요하다. NEH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Permutation 

flow shop의 총 완료 시간(Makespan)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NEH 알고리즘은 다른 목적함수 혹은 다른 문제 구조에 

적용되어 왔다. 특히 NEH 알고리즘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목적함수(The number of tardy jobs, Total tardiness 등)에 활발히 

적용되었고, 다른 Heuristic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을 Tardiness를 

구하는 문제에 적용하였을 때, 작은 크기의 Partial schedule에 

대해서는 모두 0의 성능이 나와, 알고리즘의 초기에 Partial 

schedule의 선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 순서를 기존 알고리즘으로 

정하고, NEH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를 개선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 EDD sequence를 이용한 NEHedd나 Slack sequence를 

이용한 NEHslk이 있다. 따라서 HGA 알고리즘에서는 다음과 같은 

NEHedd알고리즘을 통해 초기 해를 생성한다. 

 

 Step 1. 주문을 Due date가 빠른 순으로 정렬한다. 

 

 Step 2. 처음 두 개의 주문을 선택하여 Partial sequence를 

정하고, 가장 Total tardiness가 작은 순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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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으면 원래 EDD 순서 선택) 

 

 Step 3. k=3부터 n까지 Step 4를 반복한다. 

 

 Step 4. k번째 주문을 Partial sequence에 삽입하고, 그 중 

Total tardiness를 최소화 하는 주문을 선택한다. (차이가 

없으면 원래 EDD 순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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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전 알고리즘 단계 
 

NEH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초기 해와 5가지 우선 순위 규칙들을 

이용하여 HGA내의 유전 알고리즘 단계를 위한 초기 해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 작업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초기 유전자집합을 구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우선 순위 규칙(Dispatching 

rule)을 활용하였다 (Tari and Olfat, 2013). 본 연구의 HGA 

알고리즘에서는 Earliest due date (EDD), Modified due date 

(MDD), Critical ratio (CR), Cost over time (COVERT), Slack-

based(SLK) 규칙의 총 5가지 우선순위 규칙들을 사용하였으며, 각 

규칙들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4.3.1 Earliest due date (EDD) 규칙 

 

Tardiness를 목적함수로 가지는 문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우선순위 규칙으로, 납기가 빠른 순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EDD 규칙은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 규칙은 각 작업의 소요 

시간(Process time)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4.3.2 Modified due date (MDD) 규칙 

 

작업시간을 고려하지 못하는 EDD 규칙을 보완한 우선 순위 

규칙으로, 기본적인 순서 결정은 EDD 규칙과 동일하나 현재 

시간과 소요 시간의 합과 납기 중 큰 것을 새로운 Modified Due 

date로 설정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𝑑′𝑗 = ma x{ 𝑑𝑗, 𝑡 + 𝑝𝑗} (1) 

 

4.3.3 Critical ratio (CR) 규칙 

 

Critical ratio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는 

Dynamic rule의 하나로, 작업 시간과 중간 Due date, 그리고 현재 

시간을 이용하여 도출된 Critical ratio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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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𝑅𝑖𝑛 =
𝑑𝑖𝑛 − 𝑡

𝐿 ∑ 𝑝𝑖𝑗
𝑛
𝑗=1

 (2) 

 

여기서 L은 Lead time factor의 약자로, 실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수치이다. CRin는 i번째 공정에서 n번째 작업의 Critical ratio를 

의미하며, din는 n번째 작업의 Due date를 의미한다. 또한 pij는 

i번째 공정에서 j번째 작업의 Process time을 의미한다. 

 

4.3.4 Cost over time (COVERT) 규칙 

 

Critical ratio와 비슷한 Dynamic rule들 중 하나로, Dynamic 

sequencing index인 Cost over time (COVERT)을 이용하여 

순서를 결정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𝐶𝑂𝑉𝐸𝑅𝑇𝑖𝑗 =
1

𝑝𝑖𝑗𝑑𝑖𝑗
[𝑚𝑎𝑥 {0,1 −

𝑚𝑎𝑥{0, 𝑑𝑖𝑗 − 𝑝𝑖𝑗 − 𝑡}

𝑘𝑏𝑝𝑖𝑗
}] (3) 

 

여기서 k는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보정하는 Factor이며, 

b는 Lead time Factor로 둘 다 실험을 통해서 수치가 결정된다. 

 

4.3.5 Slack-based(SLK) 규칙 

 

여유 시간은 작업의 긴급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는 Due 

date에서 소요 시간을 뺀 것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시간을 고려하는 

방식(Dynamic)과 고려하지 않는 방식(Static)이 있다. 현재 시간을 

고려한 여유 시간 규칙은 다음 식과 같다. 

 

 𝑆𝑙𝑎𝑐𝑘𝑖𝑗 = min
𝑖∈𝐵

{𝑑𝑖𝑗 − (∑ 𝑝𝑖𝑘 + 𝑡

𝑗

𝑘=1

)} (4) 

 

위 식을 이용하여, Slack이 작은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전체 순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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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한 총 7개의 초기 해들을 Mutation 연산과 

Crossover 연산을 통해서 Population의 수만큼 초기 인구를 

생성한다. 

 

4.3.6 변이(Mutation) 연산 

 

변이 연산자는 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해에 없는 

유전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이 연산은 해의 다양성을 

이끌어내어 보다 좋은 해집단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변이 확률을 

높이면 보다 다양한 해를 생성해낼 수 있어 유전 알고리즘의 

다양성은 증가하지만, 해집단의 수렴 속도가 떨어지고 계산 시간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의 HGA에서는 Swap mut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도시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위 그림에서 변이 연산을 위해, 임의로 두 개의 교환점을 

설정하고 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변이 

연산을 수행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주문 순서를 바꾸게 되어 야근반 

배정이나 동시 건조 같은 상황도 함께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이 

연산을 통해 (Population * Mutation rate)만큼 새로운 유전자를 

생성하게 된다. 

 

4.3.7 교차(Crossover)연산 

 

변이 연산자가 부모해에 없는 유전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교차 연산자는 두 부모 해의 특징을 일정 부분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해를 만들어 내는 연산자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하나의 

자름선을 임의로 선택하는 일점교차(One-point crossover)방법과 

다수의 자름선을 임의로 선택하는 다점 교차(Multi-point 

crossover)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GA에서는 

다점교차 방식 중 하나인 이점교차(Two-point crossover)를 

사용하였다. 이 연산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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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4- 2] 교차 연산 

 

Two-point crossover 연산자에서는 두 부모해의 동일한 위치에 

임의로 두 개의 자름선(Cutting point)을 설정한다. 두 개의 

자름선은 부모의 유전자를 각각 3개의 부분으로 분할하는데, 하나의 

유전자에서 2개의 부분과 나머지 하나에서 1개의 부분을 따와서 

결합하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crossover 연산을 

통해 (Population * Crossover rate)만큼 새로운 유전자를 생성하게 

된다. 

 

 

4.3.8 선택(Selection) 연산 

 

본 연구의 HGA에서 선택(Selection) 연산은 전체 해집단에서 

어떤 유전자가 살아남을지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를 의미하는 Total tardiness 기준으로 1등부터 0.5* 

Population*(1-Mutation rate–Crossover rate)등까지의 우성 

유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0.5* Population*(1-

Mutation rate–Crossover rate)개의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열성 유전자를 다음 세대의 생존 유전자로 선택한다. 

 

4.3.9 정지 조건 (Stopping criterion) 

 

알고리즘의 정지 조건은 계산 시간(Computation time)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계산 시간이 결정된다. 계산 시간은 

현장의 스케줄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의 크기와 스케줄 생성의 

난이도, 원하는 성능의 개선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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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역 탐색 단계 
 

본 연구의 HGA에서는 지역 탐색(Local search) 알고리즘을 

유전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 개선 속도를 

향상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의 개선 단계 중에 Adjacent pairwise 

interchange(API) method를 기반으로 한 Neighborhood search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API 방식을 이용하여 이웃을 생성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3]과 같다. 

 

 

[그림 4- 3] 이웃 생성 기법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기준해(Seed)에 대해서 API 방식으로 총 

(n-1)개의 이웃을 생성하고, 이웃들의 성능을 평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웃을 새로운 기준해로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제안된 HGA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 세대 혹은 Genetic 

algorithm의 해가 지정된 수치인 NS_Threshold 세대 동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유전자를 기준해로 

Neighborhood search를 수행하여 해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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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계 배정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작업 순서(Sequence)로 표현된 유전자들을 

가능한 기계에 배정하여 작업 별 완료시간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생성하고, 납기 지연일(Tardiness)을 계산한다. 변압기 

생산 공정들은 이종병렬기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별로 

처리 가능한 기계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처리 가능한 기계 

사이에도 소요 시간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기계 배정을 

위해서 Machine score index를 통해서 기계 배정을 수행한다. 기계 

배정 단계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4]와 같다. 

 

 

[그림 4- 4] 기계 배정 순서도 

 

Machine score는 기계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Usefulness와 

기계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Uniqueness의 가중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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𝑀𝑎𝑐ℎ𝑖𝑛𝑒𝑆𝑐𝑜𝑟𝑒𝑘,𝑠 = α × 𝑈𝑛𝑖𝑞𝑢𝑒𝑛𝑒𝑠𝑠𝑘,𝑠 + (1 − 𝛼) × 𝑈𝑠𝑒𝑓𝑢𝑙𝑛𝑒𝑠𝑠𝑘,𝑠 (5) 

 

위 식에서 Usefulness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로, Usefulnessk,s는 Stage s에서 대상 기계 k의 

속도를 가장 빠른 기계의 속도로 나눈 형태로 정의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vk,s는 Stage s에서 대상 기계 

k 의 속도를 나타낸다. 

 

 𝑈𝑠𝑒𝑓𝑢𝑙𝑛𝑒𝑠𝑠𝑘,𝑠 =
𝑣𝑘,𝑠

𝑚𝑎𝑥𝑔(𝑣𝑔,𝑠)
 (6) 

 

Uniqueness는 기계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주문 

타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적을 때,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Uniquenessk,s는 Stage s에서 대상 기계 k의 희소성 

지표로 정의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𝑈𝑛𝑖𝑞𝑢𝑒𝑛𝑒𝑠𝑠𝑘,𝑠 =
∑ (𝑎𝑘.𝑠,𝑡 × ∏ (1 − 𝑎𝑙,𝑠,𝑡)𝑙≠𝑘 )𝑡

∑ 𝑎𝑘,𝑠,𝑡𝑡
 (7) 

 

여기서 ak,s,t는 Stage s에서 대상 기계 k가 주문 타입 t를 처리 

가능하면 1, 아니면 0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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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결과 
 

이 장에서는 기존의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HGA의 성능을 기존 알고리즘들과 비교할 것이다. 

 

5.1 실험 설계 
 

이 절에서는 실험 전반적인 설계와 실제 실험에 쓰인 데이터의 

생성 방식, 알고리즘간의 성능 평가지표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5.1.1 주문 정보 생성 

 

변압기 산업에서 주문은 전압과 용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각 

주문들의 전압과 용량의 분포에 따라 각 공정에서의 소요 시간과 

전체 일정계획의 납기지연일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제 현장의 

정보들을 실험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내 H중공업의 과거 4,833개의 

주문 데이터를 정리하여 납기일과 전압, 용량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의 대상이 되는 주문의 수와 전압, 용량을 

결정하였다. 

 

한 달에 새로 추가되는 주문의 수를 월간 평균 유효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월간 평균 유효 데이터인 250개를 기준으로, 100개와 

500개를 추가로 실험하였다. 주문의 수가 100개의 경우 Small size 

문제, 250개의 경우 Medium size 문제, 500개의 경우 Large size 

문제로 정의하였다. 각 문제의 크기에 따라 알고리즘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유전 알고리즘 및 HGA의 계산 시간을 다르게 

하였다. 

 

하나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주문 별로 전압과 용량, 

납기일 정보가 필요하다. 주문의 생성을 위해서 전압과 용량에 따라 

30개의 주문타입으로 나누어, 각 타입 별로 기존 데이터의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하여 임의로 생성하였다. 또한 납기일은 각 주문의 

전압과 용량에 따라 과거 데이터로부터 얻은 여유 일수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Due date tightness(DT)를 통해서,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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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임의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임의로 생성된 전압과 용량을 

통해 납기일을 생성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𝑑𝑗 = r𝑗 × DT +  random[𝐿𝐵(𝑉𝑜𝑙𝑡𝑎𝑔𝑒𝑗 , 𝐶𝑎𝑝𝑎𝑐𝑖𝑡𝑦𝑗), 𝑈𝐵(𝑉𝑜𝑙𝑡𝑎𝑔𝑒𝑗 , 𝐶𝑎𝑝𝑎𝑐𝑖𝑡𝑦𝑗)] (8) 

 

위 식에서 dj는 생성된 납기일을 의미하며, rj는 각 주문의 전압과 

용량 별로 정해진 선행 공정의 총 소요 시간을 의미한다. 

Voltagej와 Capacityj는 주문의 전압과 용량을 의미하고, 

LB(Voltagej, Capacityj)와 UB(Voltagej, Capacityj)는 기존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납기일의 상한과 하한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기일의 상한과 하한값은 전압과 용량에 따라서 생성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5.1.2 공정 및 기계 데이터 설정 

 

본 연구는 병목 공정인 중신과 건조 공정을 대상으로, 

이종병렬기계의 특성을 지닌 2-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주문의 전압과 용량에 따라 각 공정 내 

기계의 처리 가능 여부가 존재하며, 배정된 기계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실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정 및 기계 데이터는 국내 H중공업의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실험의 대상이 되는 중신 공정의 작업대 수는 총 30개이며, 건조 

공정의 건조로 수는 총 12개이다. 중신 공정을 마친 작업들은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FIFO)으로 건조 공정에 투입된다. 

또한 각 기계가 처리 가능한 전압과 용량의 범위는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5.1.3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혼합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문제 별로 각 30회씩 반복 

실험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과 비교를 

위해, 총 7개의 알고리즘(유전 알고리즘, NEH 알고리즘,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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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규칙)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서, 실제 현장 데이터보다 더 많은 

납기지연일이 발생하도록 Due date tightness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문제의 크기에 따라 성능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각 알고리즘간의 성능 편차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RDI(Relative Deviation Index)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성능을 

비교하였다. 각 알고리즘 별로 RDI를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 식과 

같다. 

 

 𝑅𝐷𝐼𝑘 =  
𝐹𝑘 − 𝑀𝑖𝑛𝑘

𝑀𝑎𝑥𝑘 − 𝑀𝑖𝑛𝑘
× 100 (9) 

 

RDIk는 k번째 알고리즘의 Relative Deviation Index를 의미하며, 

Fk는 k번째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다. Mink와 Maxk는 해당 

실험에서 수행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가장 나쁜 

성능을 의미한다. RDIk는 %단위로 표현되므로,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를 통해 평균 RDI값(Average RDI)을 산출하여 각 

알고리즘간의 상대적인 성능을 평가하였다. 

 

5.1.4 알고리즘 구현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위해, 모든 알고리즘과 생산 

환경은 VB.Net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PC의 

사양은 Core 2 Duo의 2.4 GHz CPU, 4GB의 RAM, HDD storage 

환경 하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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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환경 요약 
 

각 실험에 사용된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관련 변수와 

알고리즘 관련 Parameter들은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 1] 실험 및 알고리즘 관련 Parameter 

Parameters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주문의 수 100 250 500 

기계의 수 30 (Stage 1), 12 (Stage 2) 

실험 횟수 30 30 30 

계산 시간(초) 2,000 6,000 50,000 

Due date tightness 0.3 1 1 

Population 100 

유전 알고리즘 

parameter 

Mutation rate (0.3), 

Crossover rate (0.4) 

N_Threshol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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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험 결과 
 

5.3.1 Small size 실험 결과 

 

주문의 수가 100개인 Small size 실험 30회 반복에 대한 평균 

RDI값, 평균 계산시간, 평균 납기 지연일 결과를 그림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5-1], [표 5-2]와 같다. 

 

 

[그림 5- 1] Small size 실험 결과 비교 

 

[표 5- 2] Small size 실험 결과 

알고리즘 
평균 납기 

지연일 (일) 

Average RDI 

(%) 

평균 계산 시간 

(초) 

유전 알고리즘 1410.3 30.71377 2000 

혼합 알고리즘 1396.533 0.10929 2000 

NEH 알고리즘 1396.8 1.039641 58.43179 

EDD 1431.933 76.09123 0.304879 

SLK 1428.933 68.64578 0.249955 

CR 1428.6 65.62185 0.293273 

COVERT 1427.033 68.87144 0.481561 

MDD 1430.333 73.43126 0.503761 

 

Small size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평균 납기 지연일에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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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해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RDI 측면에서도 평균적으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NEH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우선 순위 규칙들 순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시간은 정지 조건으로 같은 시간을 가지는 유전 알고리즘과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걸렸으며, NEH 알고리즘과 우선 순위 

규칙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계산 시간을 보였다. 가장 적은 

계산시간을 가지는 우선 순위 규칙 중에서는, Slack 규칙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Heuristic 알고리즘 간의 

성능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95% 신뢰구간 

Interval plot을 그리면 다음 [그림 5-2]와 같다. 

 

 

[그림 5- 2] Small size 실험의 95% CI Interval plot 

 

Small size 실험의 총 납기 지연일에 대한 Interval plot을 보면, 

혼합 알고리즘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EH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 순으로 성능 편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문의 수가 100개인 Small size 

실험에 대해서 혼합 알고리즘의 해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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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Medium size 실험 결과 

 

주문의 수가 250개인 Medium size 실험 30회 반복에 대한 평균 

RDI값, 평균 계산시간, 평균 납기 지연일 결과를 그림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5-3], [표 5-3]와 같다. 

 

 

[그림 5- 3] Medium size 실험 결과 비교 

 

[표 5- 3] Medium size 실험 결과 

알고리즘 
평균 납기 

지연일 (일) 

Average RDI 

(%) 

평균 계산 시간 

(초) 

유전 알고리즘 2076.7 4.968086 6000 

혼합 알고리즘 2073.133 2.732215 6000 

NEH 알고리즘 2125.167 32.21516 3027.462 

EDD 2204.433 76.75813 0.557202 

SLK 2206.367 77.64346 0.827727 

CR 2229.933 88.46668 0.611689 

COVERT 2177.133 62.98672 1.018642 

MDD 2200 74.86941 1.160462 

 

Medium size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Small size 실험에서와 

같이 평균 납기 지연일에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인 해의 성능을 나타내는 



 

 65 

지표인 RDI 측면에서도 평균적으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NEH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우선 순위 규칙들 

순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시간은 정지 조건으로 같은 시간을 가지는 유전 알고리즘과 

혼합 알고리즘이 6,000초로 가장 많이 소요되었으며, NEH 

알고리즘과 우선 순위 규칙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계산 시간을 

보였다. 주문의 수가 늘어나면 계산 시간이 증가하는 NEH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NEH 알고리즘의 평균 계산시간은 약 

3,027초로 Small size 문제에 비해 계산 시간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계산시간을 가지는 우선 순위 규칙 중에서는, Critical 

ratio 규칙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Heuristic 

알고리즘 간의 성능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95% 신뢰구간 Interval plot을 그리면 다음 [그림 5-4]와 같다. 

 

 

[그림 5- 4] Medium size 실험의 95% CI Interval plot 

 

Medium size 실험의 총 납기 지연일에 대한 Interval plot을 보면, 

혼합 알고리즘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전 알고리즘과 NEH 알고리즘 순으로 성능 편차가 



 

 66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mall size 문제에 대해서는 성능간 

편차가 작았던 NEH 알고리즘이 Medium size 문제에 대해서는 

편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문의 수가 

250개인 Medium size 실험에 대해서 혼합 알고리즘의 해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3.3 Large size 실험 결과 

 

주문의 수가 500개인 Large size 실험 30회 반복에 대한 평균 

RDI값, 평균 계산시간, 평균 납기 지연일 결과를 그림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5-5], [표 5-4]와 같다. 

 

 

[그림 5- 5] Large size 실험 결과 비교 

 

[표 5- 4] Large size 실험 결과 

알고리즘 
평균 납기 

지연일 (일) 

Average RDI 

(%) 

평균 계산 시간 

(초) 

유전 알고리즘 28120.6 37.55309 50000 

혼합 알고리즘 27637.8 0 50000 

NEH 알고리즘 28603.3 75.0182 42333.95 

EDD 28820.6 92.26373 13.78962 

SLK 28895.73 98.11295 16.4751 

CR 28780.73 89.57702 13.1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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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T 28201 44.208 19.51381 

MDD 28302.63 51.76036 14.16533 

 

Medium size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Small size 실험에서와 

같이 평균 납기 지연일에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인 해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RDI 측면에서도 평균적으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NEH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우선 순위 규칙들 

순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시간은 정지 조건으로 같은 시간을 가지는 유전 알고리즘과 

혼합 알고리즘이 50,000초로 가장 많이 소요되었으며, NEH 

알고리즘과 우선 순위 규칙 순으로 짧은 계산 시간을 보였다. Large 

size 실험에서 NEH 알고리즘의 평균 계산시간은 약 42,333초로 

Small이나 Medium size 문제에 비해 계산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계산시간을 가지는 우선 순위 규칙 중에서는, Critical 

ratio 규칙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Heuristic 

알고리즘 간의 성능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95% 신뢰구간 Interval plot을 그리면 다음 [그림 5-6]과 같다. 

 

 

[그림 5- 6] Large size 실험의 95% CI Interva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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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size 실험의 총 납기 지연일에 대한 Interval plot을 보면, 

혼합 알고리즘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EH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 순으로 성능 편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mall이나 Medium size 문제에 

대해서는 성능의 평균이 좋고, 성능 편차가 작았던 NEH 

알고리즘이 Large size 문제에 대해서는 성능 지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문의 수가 500개인 Large 

size 실험에 대해서 혼합 알고리즘의 해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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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문형 생산 환경에서 일정 계획 문제를 변압기 

생산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변압기 생산 문제는 총 

납기 지연일을 최소화하는 2-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신 공정의 야근 작업과 건조 공정의 

동시 건조에 대한 제약 조건이 존재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제한된 환경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대한 현실 문제의 제약조건들을 

반영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적당한 시간 안에 좋은 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혼합 알고리즘은 기존의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 탐색 기법과 NEH 알고리즘을 결합하였다. 

유전자의 해집합을 교차와 변이 연산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또한 

유전 알고리즘의 해의 개선이 더딜 때, 지역 탐색 기법인 

Neighborhood search를 통해서 해를 국지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해를 찾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 결과, 주문의 수가 100개인 Small size 

실험, 250개인 Medium size 실험, 500개인 Large size 실험 

모두에서 제안된 혼합 알고리즘의 평균 총 납기지연일이 가장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RDI에서도 혼합 알고리즘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성능 간의 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95% 신뢰구간의 Interval plot를 

도시화하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해의 성능 편차 

측면에서 혼합 알고리즘이 가장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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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결과는 다양한 주문형 생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주문형 생산 현장은 본 연구에서 다룬 변압기 생산 현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주문형 생산 

현장에서는 각 주문이 전압, 용량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나 생산 

가능한 기계가 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어진 납기를 

지키는 것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생산 환경 내에서 납기를 지키기 위해 야근이나 동시 작업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른 주문형 생산 환경에서도 생산 

시스템의 특징을 정의하고,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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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계점 
 

본 연구는 주요 공정인 중신과 건조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공정 외의 다른 공정의 경우, 주요 공정의 

스케줄링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이 전후로 추가되는 방식으로만 

고려가 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실제 현장의 생산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및 환경을 대상으로 

실험할 경우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계 배정의 경우, 정해진 규칙을 통해서 기계 배정이 

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을 통하지 않고 기계 배정 

과정을 개별적으로 바꿀 경우 더 좋은 해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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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 생산의 주요 공정을 대상으로 한 2-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2-

stage 문제를 확장하여 m-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의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혼합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 

단계의 초기해를 의사 결정 나무 등을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계 배정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규칙에 따라 기계를 

배정하지 않고 기계 배정을 유전자로 정의하여, 모든 가능한 기계 

배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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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용어 정리 
 

한글명 영문명 약자 
납기지연일 Tardiness tj 

총 납기 지연일 Total tardiness T, Σtj 

납기지연일의 합 Total tardiness T, Σtj 

납기 Due date dj 

주문 준비 시간 Release time rj 

주문 Order, Job j 

소요 시간, 작업 시간 Process time pj 

공정, 단계 Stage  

작업대 Workbench WB 

기계 Machine m 

흐름 생산 시스템 Flow shop FS 

흐름 생산 스케줄링 

문제 

Flow shop 

scheduling problem 
F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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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cheduling under 

Make-to-Order environment: a 

case study from the transform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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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ustrial transformer market has a characteristic of flow 

shop production system by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due 

date, voltage, and capacity. In this Make-to-Order production 

environment, on-time delivery has a major influence o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y.  

From the manufacturing factory’s standpoint, it is also important 

to minimize the production cost like work-in-process inventory 

holding cost and transporting cost between stages by the due 

date that a company promised their clients. Therefore deriving a 

schedule to minimize both tardiness and production cost is 

essential for improving business competition.  

However the complexity of flow shop problem and a lot of 

constraints in the real world make it harder to solv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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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within a reasonable time. 

This paper presents a hybrid flow shop scheduling problem with 

real-world constraints, and develops a hybrid genetic algorithm 

for its solution. We first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flow shop problem under the constraints of nighttime and 

simultaneous work.  

A hybrid genetic algorithm is then formulated to minimize the 

total tardiness. This algorithm incorporates both Nawaz–

Enscore–Ham (NEH) and local search algorithms.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approach with those of heuristic 

algorithms is compar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the 

NEH algorithm, a simple genetic algorithm, and five existing 

dispatching rules in terms of a total tardiness performance 

measures. 

 

Keywords : Hybrid flow shop scheduling problem, Make-to-

Order production system, Transformer industry, Nighttime work, 

Simultaneous work, Hybrid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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