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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객 요구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인적자원의 보유기술을 관리하는 것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는데 최근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기술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것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기업에서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겪는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인적자원의 교육 중 발생하는 업무 공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 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적자원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보다 원활한 인적자원의 경쟁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개인의 기술을 고려한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에 있어 프로젝트의 수행과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동시에 고려하는, 즉 프로젝트 진행도중 기술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해당 방법론이 인적자원의 기술 수준 향상과 프로젝트의

진행기간 단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보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방법론이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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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가 증가하는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최상

경로를 활용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동적 계획법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주요어 : 자원 제약이 있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기술 학습,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인적자원 관리

학   번 : 2016-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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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와 기술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여 기능 혹은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은 증가해왔고(D’Aveni, 

1994) 이로 인해 변화하는 기술에 맞는 사양의 제품을 설계–

제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Pereraf, 1993).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제품 개발이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Agile software 

development)이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변화상황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은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사양에 대해 잘 예측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변화에 의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객 요구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초기에 예측하고 계획한대로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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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아닌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Highsmith and Cockburn, 2001).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이동함에 따라 개발 과정 진행도중 발생하는 설계 변경, 사용 기술

변경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 구성원들이 보유한 기술의

중요도가 더욱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요구되는 기술이 다분화 되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의

능력(capability)을 개념화 혹은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Dutta et al., 2005; Haesli and boxall, 2005)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인의 보유기술을 고려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 또한 중요해 졌는데(Cockburn and High-

smith, 2001), 이에 따라 개인의 보유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Gandomani et al., 2015).

기업에서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 경우 교육을 받는 인적자원에 의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프로젝트 진행도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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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공백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프로젝트 진행의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인적자원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Heimerl and Kolisch, 2010a) 교육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기능 주도 개발

방법론(Feature driven development),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론(Dynamic 

systems development method),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Adaptive 

software development) 등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도중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수행하여 인적자원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Dybå and Dingsøyr,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여 개인의 기술을 고려한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에 있어 프로젝트의 수행과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동시에 고려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해당 방법론이 인적자원의 기술 수준 향상과

프로젝트의 진행기간 단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보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방법론이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계산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최상 경로(Critical path)의 변경을 활용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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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1.2.1 프로젝트 선정과 팀 구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에 관련된 연구는

프로젝트의 선정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을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Yoshimura et al.(2006)은 수행 가능한 여러 후보 프로젝트 후보

군이 있는 상황에서 각 인적자원이 보유한 기술과 수준,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종류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수행할 복수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각 팀의 팀장과 팀원을 선발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Chen and

Askin(2009), Kolisch and Meyer(2006)은 인적자원이 보유한 기술과

프로젝트 별 개발 일정을 고려해 수행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팀 구성의 경우 Avramidis et al.(2010), Li and Womer(2009)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족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Wu and Sun(2006), Heimerl and 

Kolisch(2010b)는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없는 상황을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Heimerl and Kolisch(2010a)는 인적자원의 선발과

아웃소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 전략 관점에서의 기업 목표 제약

하에 작업 관리 단계에서 프로젝트 완수 비용 최소화 하는 팀구성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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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원제약이 있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인적자원 개인별 보유한 기술을 고려해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는 자원제약이 있는 프로젝트 스케줄링(Resource-

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이하 RCPS) 분야에서 이뤄져 왔다. 

이는 인적자원의 주된 제약조건 하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의 선후관계와

소요 시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등의 조건이 다른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정된 자원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작업간 관계는 모든 선행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프로젝트와

유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건에 차이를 둔 연구로 Belhe and 

Kusiak(1995)는 작업간의 관계가 OR 이나 XOR 즉, 선행작업 중

하나가 수행되거나 선행작업 중 하나의 작업만 수행되어야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Kuster and Jannach(2006)은 상호 배타적인 작업간

관계가 주어진 상황에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작업의 조건에 변화를 준 연구로 Cavalcante et al.(2001)은 작업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했고 Drezet and Billaut(2008)은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고정된 값이 아닌 범위로 주어지고 작업 시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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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Bou-

leimen and Lecocq(2003), Hartsmann(2001), Jarboui et al.(2008)의 경우

하나의 작업이 다양한 모드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적자원의 조건에 변화를 준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특정 기간에만 작업 가능한

인적자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에 관한 연구가 Alvarez-

Valdes et al.(2006), Böttcher et al.(1999), Zhu et al.(2006)에 의해

진행되었고 Nudtasomboon and Randhawa(1997)은 특정 기간에만 작업

가능한 자원과 일반적인 자원을 함께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짜는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시간에 따라 인적자원 개인의 작업 능력이

달라지는 자원에 대한 일정계획에 관련된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Bomsdorf and Derigs(2008)은 배우, 연출자, 특수효과, 위치 등의

다양한 자원의 용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영화제작

일정을 짜는 연구를 진행했고, Schwindt and Trautmann(2000)은 배치

생산 방식(Batch production)을 활용하는 장치산업(Process industry)에서

인적자원의 가용능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정

계획을 어떻게 짤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로 Klein(2000), Nonobe and Ibaraki(2002)는 인적자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작업 가능한 인적자원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한

일정 계획 문제를 연구했고 Icmeli and Rom(1996)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적자원의 작업능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일정 계획

문제를 연구했다. 또한 Pesch(1999), Klein and Scholl(1999)는 이러한

문제의 하한 값을 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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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수에 변화를 주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Tukel

and Wasti(2001), Fırat and Hurkens(2012)는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내에

아웃소싱 일정 계획을 추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다수의 연구는 인적자원이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Kara et al., 2001; 

Yan et al., 2002). 하지만 실제 인적자원은 개개인마다 경력, 이에

따른 보유 기술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Bellenguez and Neuron(2004), Bellenguez(2008) 등에서

인적자원 별 보유한 기술과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주어진

상황에서 프로젝트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2.3 인적 자원의 교육

인적자원 교육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학습이 인적자원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와 학습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계획을 세우는 연구로 나뉜다.

학습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습곡선을 응용한다. 학습곡선은

인적자원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이 감소한다는 이론으로 Wright(1936)에 의해 처음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학습과 작업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Meredith and Camm(1989), Adler(1990)은

인적자원의 학습이 생산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밝혔고

Nembhard and Osothsilp(2002)는 작업의 복잡도와 인적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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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Nembhard and 

Uzumeri(2000)은 학습 방법에 따른 기술의 학습률과 손실률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했다.                                                 

교육일정에 대한 계획을 짜는 연구로 Gutjhar et al.(2008)은

학습에 의한 장기적인 기업경쟁력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Tiwari et al.(2009)은 기술이 부족한 인적자원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학습시키는 일정을 짜는 연구를 진행했다.

Otero et al.(2009)는 개인이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새로 학습하게 될

기술의 연관관계까지를 고려하여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를

두고 어떠한 인적자원에게 어떤 기술을 학습시켜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4 기존 연구의 한계점

기존 문헌에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의 분야에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지연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제품 요구 기술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1}

{1,2}

H2

H1
A1 {1}

A2 {1}

1 3

2 4

{1} {1}

{1} {2}

5
A3 {1}{1,2} A4 {2} A5 {1,2}

waiting time 발생 ① Precedence에의한 waiting time

② Skill 부족으로인한 waiting time

①

②

2

5 2

32

[그림 1] 기존 RCPS 문제의 대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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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어왔다. 

먼저 프로젝트 지연의 경우 작업의 선후관계와 인적자원의

부족한 기술에 의해 인적자원의 대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1]은 기존의 인적자원 개인의 기술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의

간단한 예시이다. {} 안에 있는 숫자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자원 1은 {1,2}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4번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번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예시를 살펴보면 3번

작업이 끝난 인적자원은 4번 혹은 5번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2번

작업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대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2번

작업이 끝난 이후에 4번 혹은 5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번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 해당 기술은 인적자원 1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 2는 인적자원 1이 4, 5번 작업을 끝낼 때까지

대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진행 전에 기술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적자원이 새로운 기술 습득하기 까지 프로젝트의

시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1.3 기술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방법론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과 프로젝트 작업 일정을

동시에 고려한 일정 계획 방법론을 제안한다. 프로젝트 진행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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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을 향상시켜

인적자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상황을 줄여 프로젝트의 완료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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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의 기술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

방법론은 프로젝트 진행도중 인적자원에게 새로운 기술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일정을 의사결정에 추가하여 프로젝트 진행도중

인적자원의 기술 향상이 가능한 상황을 반영한 문제이다.

학습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의 장점은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인적자원의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기본적인

RCPS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계획문제는 프로젝트의 선후관계, 

인적자원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학습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대기상황을 활용하여 인적자원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받도록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기술부족으로 인한 대기상황의 발생을 해소해 프로젝트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프로젝트 일정 계획 문제에서 프로젝트 완료 기간 단축의

핵심은 최상 경로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최상 경로는 프로젝트를

최단 기간 내에 완수를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로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은 최상 경로에 있는 작업 시간의 합 이하가 될 수 없다. 

다수의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적자원 수의 제약과

기술보유의 제약에 따라 최상 경로가 결정되는데 기술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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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경우 최상 경로가 변화하게 된다.

기존 문헌에서 진행한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자원의 보유기술만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문제의

예시는 [그림 2(a)]와 같다. 일반적으로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문제의 최상 경로는 이러한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의 문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인적자원의 제약이

없는 경우 최상 경로는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들의 집합인

1 – 4 – 7 – 8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 총 17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보유기술을 고려하면 최상 경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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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RCPS 문제의 최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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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술 교육을 고려한 RCPS 문제의 최상 경로

[그림 2] 기술 교육 유무에 따른 최상 경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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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데 작업 5,6을 살펴보면 필요로 하는 기술이 각각 {2}, 

{1,2}로 필요로 하는 기술인 {2}번 기술을 인적자원 1만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두 작업 모두 인적자원 1이 수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상 경로는 2 – 5 – 6 – 7 – 8, 프로젝트 완료시간은 20으로 제약이

없을 때에 비해 3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인적자원 1이 5,6번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3}번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 2는 4번

작업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없는 인적자원 3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

방법론에서는 프로젝트 진행도중 인적자원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은 교육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a)]에서의 상황에서 기술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 방법론을

적용하면 상황은 [그림 2(b)]와 같이 변하게 된다. 2번 작업을 완수한

인적자원 2가 기술 {2}를 3의 시간 동안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유기술이 {1}에서 {1,2}로 변경된다. 따라서 5번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문제의 최상 경로는 2 – skill 2 학습 – 5 – 7 – 8으로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의 시간이 감소한 18의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된다. 

[그림 2(a)]와 같이 별도의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인적자원 배치 계획은 대기 상황 발생시 별다른 대응이 어려운

반면 교육을 고려한 경우 이러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대기 상황을 줄여 최상 경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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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와 프로젝트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인적자원의 보유기술 증가와 프로젝트의 단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적자원의

작업 배치–교육 일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정계획을 통해

인적자원의 기술보유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프로젝트의 최상 경로를

변경시켜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들에서는 모델링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와 해당 방법론이 우위를 갖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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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의 기술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모델링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제시하고

기존 RCPS 문제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 교육을 고려한

RCPS 문제를 비교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3.1 기본 가정

프로젝트에서의 인적자원 배치 계획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인적자원 교육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 별 보유기술과 작업 필요기술에

차이를 둔 RCPS문제인 Bellenquez and Neron(2004)에서 제안한

모델을 채용하여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였다.

스킬 수준 만족 가정

Bellenguez and Neron(2004)는 프로젝트를 특정한 기술과 수준을

지닌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집합으로 가정하였다. 

프로젝트는 완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은 작업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주어져 있다. 각

작업은 인적자원이 할당됨으로써 수행되는데 이를 위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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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수행할 인적자원은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인적자원이 보유한 기술의 종류는 주어지며 기업은 Acuna et 

al.(2006), Otero and Otero(2012) 등에서 연구한 방법론을 통해 이를

구할 수 있다.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은

해당 작업을 주어진 작업시간 동안 수행하여 완료한다. 

작업의 선후관계 가정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종속성 가정(Ahmadi et al., 2001)을

채택하여 작업의 선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작업은 선행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elhe and Kusiak(1995), 

Kuster and Jannach(2006) 등에서는 OR, XOR 등의 관계를 고려했는데

대기시간에 따른 기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가정은

배제하도록 한다.

인적 자원의 학습

인적자원 개인은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교육일정을

소화함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기술의 학습은

인적자원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한 언제든 가능하고

해당 기술 교육에 필요로 하는 시간 이후 인적자원은 학습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마다의 학습능력이나 학습에

따른 작업의 효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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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어의 정리

기술

각 기술 K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어진 것으로 본다.

{1,..., }K=S 기술

1{ ,..., }KR R=kR 기술 k를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인적 자원

문제에서 주어진 M명의 인적자원 각각은 K개의 스킬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M=H 인적자원

ÌmS S 인적자원 m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집합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필요로 하는 작업의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

작업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집합,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작업 시간, 각 작업간 선후관계로

정의된다. 

{1,..., }N=A 작업

1{ ,... } NP P=nP 작업 n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작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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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nS S 작업 n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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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CPS 모델링과의 비교

기본 RCPS문제의 구성은 [그림 3(a)]로 인적자원 별 보유

기술과 프로젝트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집합, 각 작업의 선행관계가 주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인적자원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지 대기할지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 교육이 추가되는 경우 전체 기술의

{1,3} {1,2}

H2H1 1

2

3

4

{1}
5

6

{3}

{1,2} {1}

{3}

{1,3}

3 3

4 2

2 3• Human resource • Project

(a) RCPS 문제 구성

1

2

3

4

{1}
5

6

{3}

{1,2} {1}

{3}

{1,3}

3

4

Train

3

2 3

2{1,3} {1,2}

H2H1

• Human resource • Project

(b) 기술 교육을 고려한 RCPS 문제 구성

[그림 3] 문제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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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만큼 프로젝트의 각 작업에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상의

기술 교육 노드가 추가 되는데 해당 노드로 이동할 경우 각 기술을

학습하는데 kR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노드를 거친 작업자는

k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 교육을 고려한 RCPS 문제의 경우 인적자원 별

보유기술과 프로젝트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집합, 각 작업의 선행관계, 기술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이 특정작업을 수행할지 대기할지

혹은 기술 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문제로 전체

프로젝트 진행–교육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Input Decision variable Output

• Project

• Human resource

{1} {3}{1,2}

{1}

Task allocation

Waiting

Training

1

{1}

4

{1}

1

{1}

{1,3}

Wait

Train

{1}

{3}

{1,2}

{1,3}

{3}

{1,2}

:

:

: Wait

Wait

Train1 6

2 4

3 5

1

2

3

4

{1}
5

6

{3}

{1,2} {1}

{3}

{1,3}

3

4

Train

3

2 3

2

[그림 4] 기술 교육을 고려한 RCPS 문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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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일정 계획

인적자원이 수행할 작업–기술 교육 일정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전체 인적자원의 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문제에서 결정한 특정

인적자원의 의사결정은 다음단계에서의 해당 인적자원 혹은 다른

인적자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림 5]를 살펴보면 특정

인적자원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 경우 해당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작업을 수행한

경우 다른 인적자원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작업의

선행관계에 의해 새로운 작업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진

귀납법(Forward induction)을 통한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별 작업 배치–교육 일정 계획을

{1}

Possible task

Training

2

{1}

{1,3}

Train skill 3

3

{1}

TrainingTrain skill 2

Possible task

2

{1}

3

{1}

5

{1,3}

{1} Training

Possible task

3

{1}

Train skill 3

Train skill 2

Train skill 2

4

{1}

[그림 5] 의사결정의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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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다.

4.1 인적자원 상태 표현

인적자원 별 작업 배치–기술 교육 일정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각 배치–기술 교육 단계에서 인적자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상태는 각 인적자원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했는지 현재 어떠한 작업이 남았는지 그리고 각

인적자원이 현재 보유한 기술이 무엇 인지로 나타낼 수 있다.

각 인적자원은 매 의사결정 시점마다 작업을 할지 혹은

자신에게 없는 기술을 학습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

인적자원이 수행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의 집합을 mH 으로

표현한다. 인적자원의 의사결정은 인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수행한

작업–교육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인적자원 1이 3번 작업을

수행한 경우 3(1, )a 으로 표현하고 인적자원 2가 기술 2를 학습한

경우 2(2, )s 로 표현한다. 각 작업자의 의사결정이 추가될 때마다

해당 mH 에 의사결정 내용을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 인적자원 1이

1번 작업을 수행한 후 2번 기술을 학습했다면

1 1 2{(1, ),  (2, )}H a s= 로 표현 가능하다.

수행되어야 할 남은 작업의 리스트는 A 로 표현하며 인적

자원이 특정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작업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A ={3,4,5}인 경우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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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번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인적자원이 해당 시점에 보유한 기술은 mS 으로 표현되며

인적자원이 기술 교육 일정을 소화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 경우

mS 에 해당 기술이 추가되게 된다. 

위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인적자원의

의사결정 따른 상태의 변화는 [그림 6]과 같다. 

' '   {( , )  ( , )}m m n kH H m a or m s= U (4.1)

' ' { }A A n= - (4.2)

' '   { }m mS S k= U (4.3)

mH : 인적자원 m의 일정

( , )nm a : 인적자원 m이 작업 n을 수행

작업수행

기술학습

' '  {( , )}m m nH H m a= U

' ' { }A A n= -

' '   { }m mS S k= U

' '   {( , )}m m kH H m s= U

[그림 6] 인적자원 의사결정에 따른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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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 s : 인적자원 m이 기술 k를 학습

A : 남은 작업

mS : 인적자원 m이 보유한 기술

4.2 행동의 선택

각 인적자원은 주어진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 작업의 리스트인

AL 과 학습 가능한 기술의 리스트인 TL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AL 의 경우 A 에 남은 작업 중 선행 작업이

완료된 작업과 해당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으로 표현되며 TL 은 인적자원 별 보유지 못한 기술을

표현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1n ,

{( , ) | [1, ],  [1, ],  ,  

',   D 0}

n n m

n n n

m a m M n N S S

a PR

= Î Î Ì

Î =

AL

A g

(4.4)

{( , ) | [1, ],  k [1, ],  }k mm s m M K k S= Î Î ËTL (4.5)

작업 리스트와 학습 가능한 기술의 리스트는 수행했던 작업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인적자원이 특정 작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가능한

작업 중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족한 경우 수행 가능한 작업의

리스트는 변화하게 되고, 인적 자원이 특정 기술을 학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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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가능 기술 리스트가 변화하게 된다.

[그림 7]은 행동의 선택에 따른 상태의 변화관계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보여준다. 초기 인적자원이 각각 {1}, {2}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작업의 선후관계에 의해 기술 {1}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1만 1번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 때 AL 은 1{(1, )}a 이

다. 학습 가능한 기술의 리스트인 TL 은 각 인적자원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인 2 1{(1, ) (2, )}s s 이 된다. 1(1, )a 을 선택한 경우 인적자원

1의 의사결정 목록 1H 에 1(1, )a 이 추가되고 전체 남은 작업 리스트

1

2

3

4

2 3R =
1 3R =Train k

2 1

3

4
{1} {1}

{2}

{1}

S1={1}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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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AL

2 1{(1, ) (2, )}s s=TL

1a-A'

1' { }s2S U

2' { }s1S U

• Stage 1

1 1{(1, ) (2, )}a a=AL

2{(1, )}s=TL

3 2{(1, ) (2, )}a a=AL

2 1{(1, ) (2, )}s s=TL

1{(1, )}a=AL

1{(1, )}s=TL

Æ1H =

2 ÆH =

0C =

{1,2,3,4}=A

{1}=1S

{2}=2S

1 1{(1, )}aH =

2 ÆH =

2C =

{2,3,4}=A

{1}=1S

{2}=2S

2 1{(2, )}sH =

Æ1H =

{1}=1S

{1, 2}=2S

{1,2,3,4}=A

0C =

1 2{(1, )}sH =

2 ÆH =

{1, 2}=1S

{2}=2S

{1,2,3,4}=A

0C =

[그림 7] AL, TL 선택에 따른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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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는 {2,3, 4} 로 변하게 된다. 1번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작업의

선후관계에 의해 2,3번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며 AL 은 2,3번 작업과

각 작업 가능한 인적자원의 리스트인 3 2{(1, ) (2, )}a a 로 변하게 된다. 

각 인적자원의 보유기술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TL 은 변화지

않는다. 인적자원 2가 기술 {1}을 학습한 경우 인적자원의 의사결정

목록 2H 에 1(2, )s 에 추가되고 인적자원 2의 보유기술이

{1, 2}=1S 로 변하게 된다. 또한 인적자원이 1번 기술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1번 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AL 은

1 1{(1, ) (2, )}a a 로 변하게 된다. 인적자원 2는 더 이상 학습 가능한

기술이 없으므로 인적자원 1의 학습 가능 리스트인 2(1, )s 만 TL 에

남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상태에 따라 작업 가능 리스트, 트레이닝

리스트가 변화하게 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작업이 남지 않으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료된다.

4.3 프로젝트 완료 시간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인적자원의 작업 배치–기술 교육

일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프로젝트의 완료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진 귀납법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므로 프로젝트 완료시간은 현재까지 진행한 작업 중

가장 늦게 끝난 작업의 종료시간이고 상황에 따른 종료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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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ase 1: 기술 교육 일정을 소화한 경우

인적자원이 기술 교육 일정을 소화한 경우 해당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늦게 끝난 작업은 전과 동일하다. 이를 식(4.6)으로

나타낼 수 있고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G(H, A,S) G(H', A',S') (4.6)

Case 2: 작업을 수행한 경우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작업의 선행작업들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선행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은 선행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선행작업 중 가장 늦게 끝난

시간에서 작업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추가된 시간이 해당 작업의

완료시간이 된다. 이를 식 (4.7)으로 나타낼 수 있고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 ' 'G(H , A ,S )

H2

H1

a1

a2

s1

  =G(H, A,S) G(H', A',S')

H2

H1

a1

a2

s1

s2

[그림 8] 기술 교육 일정 소화한 경우 프로젝트 종료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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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ax(  )
n nn pr nC P== +G(H, A,S) (4.7)

선행작업이 있더라도 해당 인적자원이 기술 학습으로 인해

이미 선행작업완료 시간을 넘은 경우 해당 작업자의 수행시간에서

작업 시간을 추가한 시간이 작업의 완료 시간이 된다. 이를 식

(4.8)으로 나타낼 수 있고 도식화하면 [그림 10]과 같다. 

m nC P= +G(H, A,S) (4.8)

' ' 'G(H , A ,S )

H2

H1

a1

a2

s1

''| 1  
n nn pr nC P== +G(H, A,S)

H2

H1

a1

a2

s1

a3

[그림 9] 선행작업 있는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종료 시간 변화

' ' 'G(H , A ,S )

H2

H1

a1

a2

s1

  m nC P= +G(H, A,S)

H2

H1

a1

a2

s1 a3

[그림 10] 기술 교육 일정 고려한 프로젝트 종료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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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월 조건

특정 경우의 프로젝트 완료 시간이 다른 경우에 비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 자명한 경우 더 이상 동적 계획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동일 작업의 의사결정의 순서의

차이에 따른 우월조건과 완료된 프로젝트 종료시간에 따른

우월조건이 발생한다.

4.4.1 순서에 따른 우월 조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특정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항상 좋은 결과값을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11]을 예로 들면 작업 1이 작업 2의 선행작업인

상황에서 인적자원 1이 작업 1과 기술 {2}의 학습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후 인적자원 2가 작업 2를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추가한 경우 작업인적자원 1이 수행한 행동으로 경과한 시간은

Stage n Stage n+1

1 2{(1, ),  (1, )}a s 1 2 2{(1, ),  (1, ),  (2, )}a s a

H2

H1

H2

H1

= Æ2H

= Æ2H
1 2{(1, ),  (1, )}a s=1H

2 1{(1, ),  (1, )}s a=1H

a1 s2

H2

H1

H2

H1

1 2{(1, ),  (1, )}a s=1H

2{(2, )}a=2H

2 1{(1, ),  (1, )}s a=1H

2{(2, )}a=2H

a2

a2

a1s2

a1 s2

a1s2

Dominate

[그림 11] 순서에 따른 우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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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지만 작업의 선후관계로 인해 인적자원 2가 작업 2를 수행한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 1을 수행하고 학습을 한

경우가 학습을 먼저하고 작업 1을 수행한 경우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4.4.2 완료된 프로젝트 종료시간에 따른 우월 조건

동적 계획법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젝트를 완료한 하나의

경우에 대한 프로젝트 종료 시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미 진행한

작업 중 가장 늦게 끝난 작업의 종료시간이 해당 시간을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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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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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

= ÆA

{1}=1S

{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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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완료된 프로젝트 종료시간에 따른 우월 조건



31

경우 이보다 프로젝트 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 종료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위배된다. 즉 현재까지 진행한 작업 중

가장 늦게 끝난 작업의 완료 시간이 프로젝트 완료 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동적 계획법을 진행한다. 

[그림 12]를 보면 Stage가 4단계까지 진행된 경우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우에 대한 State가 생성되게 된다. 이 때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7인데 동일 Stage의 다른 State들을 살펴보면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7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7 이하의 시간이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4.5 동적 계획법 모형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roject completion time = G(H, A,S)

''| 1
( , )   
( , )

  ' ' '

min  max( )  
n n

n

k

n pr n
m a
m s

m n

C P

C P

=
Î
Î

é ù
ê ú

= +ê ú
ê ú+ë û

AL
TL

G(H , A ,S )

G(H, A,S)

' '   {( , )  ( , )}m m n kH H m a or m s= U (4.1)

' ' { }A A n=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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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 mS S k= U (4.3)

1 1n ,

{( , ) | [1, ],  [1, ],  ,  

',   D 0}

n n m

n n n

m a m M n N S S

a PR

= Î Î Ì

Î =

AL

A g

(4.4)

{( , ) | [1, ],  k [1, ],  }k mm s m M K k S= Î Î ËTL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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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예제 분석

본 장에는 기술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가상의

프로젝트 상황에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가상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방법론과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방법론을 비교 분석함으로

프로젝트 관리에서 기술교육을 고려하는 것의 효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기술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계획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5.1 예제

본 장에서 분석에서 사용할 예제는 [그림 13]과 같다. 

프로젝트는 총 8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의 선후관계, 

작업 소요 시간, 필요 기술은 <표 1>과 같다. 

인적자원은 2명이 있는 상황을 가정했다. 기술 학습에 대한

고려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학습이

없이도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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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 3
R2 = 3
R3 = 4
R4 = 4
R5 = 5

Training
1

2 4

5

3 6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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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1,2}
H2

{5}

{1,2}

{4,5}

E

8

3

5 4

6 5

4 4

7

{3,5} {3}

{2} {1}

{1,2}

[그림 13] 가상 예제

<표 1> 프로젝트 필요 작업 순서, 기술, 소요시간

작업 필요기술 선행작업 소요시간

1 {5} - 3

2 {1,2} - 5

3 {3,5} 1,2 6

4 {2} 1,2 4

5 {4,5} 1,3,4 4

6 {3} 3 5

7 {1} 4,5 7

8 {1,2} 5,6 4

<표 2> 인적자원 별 보유 기술

인적자원 보유기술

1 {3,4,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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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총 다섯 가지로 각 기술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술 별 학습 소요시간

기술 학습 소요시간

1 3

2 3

3 4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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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과

5.2.1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서

프로젝트의 최상 경로와 프로젝트 종료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세부

일정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a)]를 보면 인적자원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최상

경로는 2 – 3 – 5 – 7으로 프로젝트의 완료까지 22만큼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나 7, 8번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1}, {1,2}를

인적자원 2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작업들은 인적자원 2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상 경로는 2 – 3 – 5 – 7 –

1

2 4

5

3 6

S

7

{3,4,5}
H1

{1,2}
H2

{5}

{1,2}

{4,5}

E

8

3

5 4

6 5

4 4

7

{3,5} {3}

{2} {1}

{1,2}

R1 = 3
R2 = 3
R3 = 4
R4 = 4
R5 = 5

Training

(a) 프로젝트 일정 계획의 최상 경로

{3,4,5}
H1

{1,2}
H2

a1

a2

a3

a4

a5 a6

a7 a8

5 15 26

Project completion 
time (          )maxC

= 26

(b) 프로젝트 세부 일정

[그림 14]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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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으로 변경되며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26으로 증가하게 된다.

5.2.2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서 프로젝트의 최상

경로와 프로젝트 종료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세부 일정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a)]를 보면 인적자원 1이 1번 작업을 마친 후 기술

{1}을 학습하여 7번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 7, 8번 작업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상황이 개선되었다. 또한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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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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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기존에 작업 4를 수행한 후 발생했던 대기시간 동안 기술

{3}을 학습함으로써 6번 작업이 수행 가능하게 되고 최상 경로는 1 

– skill 1 학습 – 3 – 5 – 7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료시간은 기존의 26에서 23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최소 프로젝트 완료

시간인 22와 1만큼의 시간 차이가 나긴 하나 인적자원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면서도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에 비해

3의 시간만큼 프로젝트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 주요 인자 도출

기술 교육을 고려한 인적자원 일정 계획의 경우 기존의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서 기술 교육 일정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한

형식이다. 즉, 기술 교육 일정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며 만약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특정 인적자원의 학습 일정을 추가하는 것이

프로젝트 완료 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학습 일정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학습을 고려한 방법론이 어떠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면 학습 일정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학습을 고려한

인적자원 일정 계획 문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인적자원의 다양한

요소를 변화시켜 결과를 비교함으로 어떠한 요인이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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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분석한다. 

5.3.1 인적자원 기술 균형에 따른 기술 교육 효과 분석

인적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균형이 프로젝트의 진행과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6]의 프로젝트 상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 기술 5개를 각 인적자원이 5개 – 0개, 4개 – 1개, 3개 – 2개를

보유한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계획과 교육을 고려한 일정계획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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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적자원 기술 균형에 따른 기술 교육 효과 분석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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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적자원 기술 균형 수준에 따른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기술 교육을 고려한 일정계획이 그렇지 않은 계획보다 대체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의 차이가 클수록, 즉

보유 기술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학습을 고려한 일정 계획과 그렇지

않은 일정 계획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각 인적자원 별로 균등한 비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균등한 작업의 배분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원활한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기술보유가 불균형할 경우 많은 기술을 보유한

몇몇에게 업무가 과중 되고 그렇지 못한 인적자원들은 대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 경우 기술학습을 고려한 일정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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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적자원 기술 균형에 따른 기술 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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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어려운 작업 순서에 따른 학습 효과 분석

프로젝트의 작업 구성이 학습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초반에 배치된 경우, 중반에 배치된 경우, 후반에 배치된

경우로 나눠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그림 18]과 같은데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프로젝트 후반에 있을수록 인적자원의 교육을 고려한 일정 계획이

그렇지 않을 일정보다 감소폭이 큰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진행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활용한다면 프로젝트의 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인적자원의 기술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프로젝트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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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어려운 작업 순서에 따른 학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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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진행된 상황인 후반부의 경우 이러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누적되었을 것이므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후반부에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 교육을 고려한 일정 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5.3.3 학습 소요 시간에 따른 학습 효과 분석

특정 기술을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작업 필요 시간 대비 특정

기술을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을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그림 19]와 같은데 본 예제 문제의 경우

작업시간대비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5배 이상이 되면 학습을 통한

프로젝트 기간의 단축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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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학습 소요 시간에 따른 기술 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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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상 경로를 활용한 휴리스틱

5장에서 프로젝트를 일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적자원에게

기술 교육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프로젝트 일정에 긍정적 역할을

보임을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모델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RCPS 문제는 strong NP Hard

문제로(Blazewicz et al., 1983) 여기에 추가로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기술 교육에 대한 가상의 노드가 추가되고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이

변화하는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 문제의 경우

보다 많은 계산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작업과

다수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

동적 계획법으로 최적의 일정 계획을 도출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최상 경로의 변화를 핵심으로 한 휴리스틱을 통해

적은 계산 노력으로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고려한 일정 계획을

세우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한 결과를 최적 일정을

보장하는 동적 계획법의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6.1 최상 경로 변경 휴리스틱

[그림 14(a)]와 [그림 15(a)]를 살펴보면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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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경우는 인적자원의 교육으로

인해 최상 경로가 변경되었을 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RCPS 문제에서의 최상

경로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희소하고 이러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많아 해당 작업을 소수의 인원으로 소화해야 할

때, 인적자원의 제약이 없을 때의 최상 경로보다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인적자원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 해당 기술을 학습하고 기존 최상 경로에 있는

작업을 나눠서 수행하면 최상 경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인적자원의 대기시간에

비해 길거나 최상 경로에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학습해야 할

기술이 많다면 오히려 프로젝트 종료 시간을 연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최상 경로의 작업을 하지 않는 인적자원 중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은 기술의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대기시간을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계획한다면 최적 일정에 가까운 일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휴리스틱의 과정은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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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술학습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을 구하고 해당 일정의

최상 경로를 구한다. 최상 경로에서 선행관계가 없는 작업을 동일한

인적자원이 수행하는 경우를 찾고 해당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 k를 찾는다. 기술 k를 학습했을 시 해당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m을 찾고 인적자원 m의

대기시간에 기술 k를 학습하는 일정을 추가한다. 학습 일정 이후

인적자원 m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의 선행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을 인적자원 m의 일정으로 옮겨온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했을 시 인적자원 m에게 업무가 과중 되어 최상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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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최상 경로 변경 휴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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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고 오히려 프로젝트 완료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 또한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인적자원 m의 업무를

분담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본 알고리즘을 5장의 예시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예시 문제의 초기 최상 경로와 일정 계획은 [그림

21]과 같다. 여기서 선행관계가 없는 작업, 즉 꼭 한 명의

인적자원에 의해 수행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7번과 8번 작업이

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살펴보면 7번

작업의 경우 {1}번 기술, 8번 작업의 경우 {1, 2}번 기술이

필요함으로 7번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은 노력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 1이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1}번 기술을

학습하고 7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를 반영한 일정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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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휴리스틱의 초기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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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b)]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 1이 1번 작업을 수행한 뒤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1}번 기술을 학습하고 작업 순서에

따라 7번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주어진 대기 시간은 2인

반면 {1}번 기술을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이므로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이 1만큼 지연된다. 또한 인적자원 1이 7번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최상 경로는 [그림 22(a)]와 같이 변하고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28로 증가하게 된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최상 경로상에 선행관계가 없는

작업은 5번과 6번, 6번과 7번이 있는데 7번은 전 과정에 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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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단계 진행한 휴리스틱의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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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작업이므로 5번과 6번 작업을 고려 한다. 각 작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5번 작업 기술 {4, 5}, 6번 작업 기술 {3}으로 6번

작업을 학습하는데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적자원 2가

대기시간에 기술 {3}을 학습하고 작업 6을 하도록 하는데 이는

[그림 23]과 같고 최상 경로에 선행관계가 없는 작업이 없으므로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5장에서 동적

계획법으로 구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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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단계 진행한 휴리스틱의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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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능 비교

휴리스틱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동적

계획법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표 4>와 같은 작업 별 필요 시간, 

필요 기술이 주어진 상황에서 작업들간의 선행관계, 인적자원 별

보유기술을 임의로 변화시킨 429개의 예제의 평균 계산시간과 평균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프로젝트 필요 기술, 소요시간

작업 필요기술 소요시간

1 {5} 3

2 {2} 5

3 {3} 6

4 {2} 4

5 {4} 4

6 {3} 5

7 {1} 7

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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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 계획의

평균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25.4인데 비해 기술 교육을 고려한

경우의 일정 계획을 동적 계획법으로 구했을 경우 23.3, 휴리스틱을

통해 구했을 경우 23.8으로 각각 8.4%, 6.5%의 감소율을 보였다.  두

방법의 프로젝트 완료 시간의 차이는 0.5로 감소율에 있어 1.9%p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방법의 평균 계산 시간은 동적계획법 1906(ms), 휴리스틱

22(ms)으로 87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동적 계획법과 휴리스틱의 성능 비교

프로젝트 완료 시간 계산 시간(ms)

기술 교육 없는 RCPS 25.4

동적 계획법 23.3 1906

휴리스틱 23.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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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원 개인의 기술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

따라 인적자원의 보유 기술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일정 계획과

인적자원의 기술 교육을 동시에 고려한 일정 계획 방법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 도중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인적자원은 추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프로젝트 완료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간 단축의 폭은

인적자원 간 보유 기술이 서로 불균등할수록 커졌는데 이는 많은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업무 분담이 과중할 경우 적은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후 과중한

업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구성이 후반부에 어려운 작업이 있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

동안의 학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행된

수준에서 그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교육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구하는

방법으로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방법과 최상 경로 변화를 활용한

휴리스틱 방법을 제안하였다. 휴리스틱의 경우 동적 계획법에 비해

평균 5%p 안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계산 시간에 있어 200배 가량

좋은 성과를 보여 다수의 인적자원에 의해 수행되고 많은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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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 학습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학습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각 기술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시간만큼의 학습을 하면

동일한 능력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하지만 실제

학습에는 보다 다양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데 Otero et al.(2009)과

같이 현재 인적자원이 보유한 기술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Nembhard and 

Osothsilp(2002), Nembhard and Uzumeri(2000)와 같이 작업 복잡도나

학습 방식에 따라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와 인적자원도 가장 기본적인 경우를 고려했는데

Belhe and Kusiak(1995), Kuster and Jannach(2006)와 같은 작업간

선행관계가 OR, XOR인 경우, Cavalcante et al.(2001), Drezet and 

Billaut(2008)과 같이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Bouleimen and Lecocq(2003), Hartsmann(2001), Jarboui et al.(2008)와

같이 하나의 작업이 다양한 모드로 구성된 경우에 기술 교육을

고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에 대한 보다 다양한 상황들이 반영된다면 보다

실제 결과에 가까운 프로젝트 계획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연구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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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 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with skil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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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frequent changes of customer needs and new technology devel-

opment, managing skill of human resources is key factor of project manage-

ment. As a result, interest in the skill training of human resources has in-

creased. Agile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that recently focused by 

many software companies considers skill training of human resources as an 

important factor to adapt changing environment. 

One of the difficulties in conducting skill training is that the project may 

delay due to absence of human resources while training of skills. If the ability 

of human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delay of the project, it will be 

possible to manage the competitiveness of human resources more smoothl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simultaneously consider project 

execu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n project planning. In other words, 

we propose a methodology to perform skill training during project progress.

Through numerical case studies using dynamic programming, we show that 

the methodology can simultaneously improve the competency of human re-

sources and shorten the duration of the project. In addition, the analysis of 

how the methodology is advantageou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as car-



61

ried out. Finally, to apply this methodology to the actual project situation 

where the computation complexity increases, we suggest heuristics algorithm 

that uses critical path change and compare the performance with dynamic 

programming.

Keywords : Resource 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Skill training, 

Agile software develop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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