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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도체 제조업계에서는 플래쉬 메모리의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
해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립하는 공정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중 칩 제품은 조립 단계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이는 셋업
교체 횟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다중 칩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패키
징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패키징 설비의 스케
줄링에 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라인 내
부와 외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잦은 스케줄링 필요하여, 이에 따
라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스케줄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병목 단계에 집중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을 고려하는 동시에 좋은 스케줄을 찾는 새로
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한 설비 할
당 및 공정 순서 최적화 기법이 사용되며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현
가능한 스케줄을 생성하고 생성된 스케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스케줄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스케줄 생성시 이전의 스케줄 생성 과정을 참고하여 빠른 시간 안
에 좋은 성능의 스케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탐색 방향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다른 상황에서 생성된 기존의 스케줄들로부터 현재 상황
과 유사한 스케줄을 검색하여 스케줄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케줄 생성 알고리즘을 병렬화하여 스케줄
생성 속도뿐만 아니라 스케줄의 성능도 높일 수 있는 병렬 유전 알
고리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작은 크기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iii

가까운 크기의 큰 문제에서도 검증되었다. 제안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스케줄은 제약을 고려한 상황에서 비교군에 비해 더 적은 셋
업 교체와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또한, 탐색 방향 추천을 통해 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스케줄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검색과 보정을 통
한 초기해 생성 기법을 통해 좋은 성능의 초기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최종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유전 알고리즘의 병
렬화를 통해 계산 시간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

주요어 : 반도체 패키징 라인, 유연 잡샵 스케줄링, 유전 알고리즘,
정보검색 기법, 병렬 유전 알고리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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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반도체 생산 시스템의 스케줄링 문제는 순서에 종속적인 셋업
시간, 다양한 공정 순서와 반복적인 설비 방문 등의 이유로 가장 어
려운 스케줄링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생산 시스템의
크게 4 단계로 웨이퍼 가공(wafer fabrication), 웨이퍼 검사(wafer
probing), 패키징, 최종검수(final testing)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1],
과거의 반도체 스케줄링에 대한 연구는 웨이퍼 가공에 집중되어 있
다 [2-8].
최근,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증가시키
기 위해 여러 장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립하는 공정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다중 칩 제품(multiple-chip products; MCPs)은 조립 단
계에서 반복적인 공정을 필요로 하며, 다른 종류의 MCP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셋업 교체를 요구한다. 이러한 MCP를 조립
하는 패키징 라인의 상당한 셋업 교체 시간에 의해 가동률이 떨어
지기 때문에, 패키징 라인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9].
스케줄링 관점에서 반도체 패키징과 웨이퍼 가공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한다. 1) 완성된 제품이 바로 고객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시장 수요의 변동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 2)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보통 여러 웨이퍼 가공 라인에
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웨이퍼 가공 라인에
비해 더 높은 제품과 기술의 다양성을 갖는다 [10].
이러한 높은 제품과 기술의 다양성을 갖는 패키징 라인은 MCP
1

의 등장으로 더 높은 다양성을 갖게 된다. 반도체 제조의 패키징 라
인은 웨이퍼 고정(wafer mount), 웨이퍼절단(wafer saw), 칩 접착(die
attach; DA), 경화(cure), 와이어본드(wire bond; WB), 검사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있다 [11].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MCP는 DA와
WB 단계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게 되고, 방문 횟수는 쌓을 칩의 수에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DA와 WB 설비는 MCP의 종류에 따라 셋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통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DA와 WB 설비에서는 다른 설비군에 비해 더 잦은 셋업이 요구
되는데, 이는 다른 설비에 비해 보통 50배 이상의 제품 다양성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11]. 이러한 잦은 셋업 교체 때문에 DA와 WB 설
비는 병목을 형성한다 [10, 11]. 이렇기 때문에 DA와 WB 설비의 가
동률을 높이는 것은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어왔으며 [9, 12-14],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
에서 DA와 WB 설비의 셋업 교체를 고려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15-18]. 따라서 본 연구는 셋업을 고려한 패키징 라인
의 DA와 WB 설비의 스케줄링에 집중하고자 한다.
설비의 셋업 시간을 고려하면, 스케줄의 시작 시점에서의 설비
셋업 상태 또한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 설비의 셋업 상태에
따라 첫 번째 공정을 할당하여 셋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설비의 셋업을 교체하는 작업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인 내 셋업 교체 작업자의 수에 따라 동시에 교체
가능한 셋업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케줄링을 위해 요구되는 계산 시간은 현장에서 매우 중
요하게 받아들여진다 [19]. 이는 설비의 고장, 유지 보수, 그리고 앞
서 언급했던 시장 수요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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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생성하면 블라인드 타임을 최소화 시켜 스케줄과 실제 상황의
격차를 줄이고 상황에 더 잘 맞는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큰 단위의 라인을 고려할 수 있고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작업자와의
상호 작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NP 하드로 알려진 패키징 라인의 스케줄링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서 휴리스틱을 이용한 스케줄 기
법을 제안하였다 [16, 20-22]. 빠른 속도와 직관적인 규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휴리스틱을 이용한 스케줄링은 특수한 상황
에 한해서 좋은 성능의 스케줄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19]. 또한,
알려진 대로 휴리스틱 기법의 성능은 메타휴리스틱을 활용한 기법
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19].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DA와 WB 공정에 집중한 스케줄링 문제
는 유연 잡샵 스케줄링 문제로 모형화할 수 있는데 메타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는 [23-31]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메타휴리스틱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한 기법을 제안하
였지만 [30]에서 언급되었듯이 순서에 종속적인 셋업을 고려한 유연
잡샵 스케줄링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그 중
고려하고 있는 셋업 교체 제약과 스케줄링 계산 시간 관점에서 문
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배경으로 반도체 패키징 라인에
서 병목을 형성하는 DA와 WB 공정을 대상으로 한 스케줄링을 목적
으로 한다. 스케줄링 과정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제약을 반영하고 설
비의 보수나 급변하는 생산 요구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스케줄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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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DA와 WB
설비의 스케줄링 문제로 한정한다. 대상을 유연 잡샵 스케줄링 문제
(flexible job-shop scheduling problem; FJSP)로 모형화 하고 유전 알고
리즘에 기반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동률을 높이
고 셋업 교체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스케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급격하게 변하는 라인의 상태와 시장 수
요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스케줄을 짧은 시간 안
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추천, 검색,
그리고 병렬화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스케줄을 획득할 수 있는 방
법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스케줄 생성시 이전의 스케줄
생성 과정을 참고하여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능의 스케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탐색 방향을 추천한다. 또한, 다른 상황에서 생성된 스
케줄들로부터 주어진 상황과 유사한 스케줄을 검색하여 스케줄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유사 스케줄 검색과 스케줄
보정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스케줄 생성 알고리즘을 병렬화하
여 스케줄 생성 속도뿐만 아니라 스케줄의 성능도 높일 수 있는 병
렬 유전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정의는 3장에서 이루어지며, 4장에서는 스케줄
생성을 위한 메타휴리스틱 기법과 추천 기법에 기반한 스케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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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가속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작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라인의 크기에 가까운 스케줄링 문제에서 검증된다. 5장
에서는 고성능의 스케줄을 빠른 시간 안에 생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색 및 스케줄 보정 기법을 제안한다. 스케줄 생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병렬 유전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를 6장에서 제
안하고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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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반도체 전공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웨이퍼
를 통해서 칩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도체 패키
징 라인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웨이퍼를 가공하는 연마(back
lap), 절단 공정,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칩 접착, 와이어본
드 공정으로 네 가지 주요 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9].

[그림 1]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주요 공정의 흐름

생산 제품의 높은 다양성은 첫 번째 조립 공정인 DA와 WB 공
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1]. 이 두 공정은 각각의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 고유한 셋업을 요구하며 이는 작업자에 의해 보통 한 시
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쌓아 올리기 위해
WB 공정이 마무리 된 이후 다시 DA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DA 공정을 수행할 때는 처음과는 다른 셋업을 필요로 하며 이 역시
보통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제품의 높은 다양성과 긴 셋업 교체 시간으로 인해 조립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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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라인 전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조립 공정의 스케줄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9, 11, 15-17, 20-22, 32-37].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스케줄링에 관
한 연구는 [11, 15, 17, 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잦은 스케줄링을 통하여 주간 수요의 충족을 최대화시키는
스케줄을 찾았다. 조작이 가능한 입력 변수와 라인의 사이클 시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37]은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
하여 셋업 시간, 재료 처리 시간, 설비 분배 휴리스틱 등의 입력과
사이클 시간과 사이클 시간 분포, 그리고 처리량 등의 출력 변수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5]에서는 잡샵 스케줄링 문제를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모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중 목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17]은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의 흐름을 최적화 하였다.
휴리스틱과 분배 규칙에 기반한 연구는 [16, 20-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량을 최대화 하거나 납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하여 잡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각 잡 별로 설비를 할당하는 다양한 휴리스틱
이 제안되었다. [20]은 패스 사슬과 가상 작업 순서를 소개하여 반도
체 패키징 라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일
별 생산 계획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1]은 반도체 패키징 라인에서
재공품을 관리하는데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사항인 짧은 사이클 시
간, 높은 생산량, 높은 가동률과 재공품을 동시에 고려하여 혼합 공
정 선택 규칙을 이용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Yin은 이전의 공정 선택 규칙과 특정 시간 대의 작업 순서 할당,
그리고 복수개의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규칙을 기반으로 한 일별
생산 계획 시스템을 디자인 하였다 [16]. 또한, WB 설비들의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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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화하기 위해 Tovia는 규칙에 기반한 휴리스틱 스케줄링 기법
을 제안하였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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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JSP와 유전 알고리즘
FJSP는 잡샵 스케줄링 문제에서 하나의 설비가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한 문제이며, 이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발생
시킨다. 첫 번째 문제는 각 공정을 수행이 가능한 여러 설비 중 하
나에 할당하는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할당된 공정의 순서를 정
하는 문제이다 [24]. 이는 NP 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FJSP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메타휴리스틱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2331]. 다양한 메타휴리스틱 방법론 중에서 유전 알고리즘은 FJSP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왔다.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셋업 교체를 고려하지 않은 FJSP에 대
한 연구 결과는 [26-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 염색체 표현법과
초기해 생성 기법, 그리고 새로운 해를 생성하기 위한 유전 연산자
가 제안되었다. 셋업 교체를 고려한 FJSP 연구는 [29, 30, 38, 39]에서
찾아볼 수 있다. [29]는 makespan과 설비 부하, 그리고 전체 셋업 교
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중 척도 최적화 기법과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한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Defersha는 셋업 교체 시간, 셋업
종류, 그리고 설비 해제 시간과 같은 제약을 고려한 유전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병렬화 하여 계산 시간을 감소시켰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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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병렬 유전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은 보통의 경우 해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더 좋은
품질의 해를 출력한다 [40]. 하지만 만약 해집단의 크기가 과도하게
크다면 유전 알고리즘은 필요하지 않은 계산 시간을 발생시켜 해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한다. 반대로 해집단의 크기가 작다면,
수렴 속도는 빠르지만 좋은 품질의 해를 얻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어진다 [40]. 또한, 복잡하고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
의 세대가 필요하며, 이는 계산 시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병렬 유전 알고리즘
(parallel genetic algorithm; PGA)이 사용되어왔다 [41-51].
유전 알고리즘은 각각의 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또한, 평가하는 과정과 새로운 해를 만드는 과정은 개별적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손쉽게 병렬화가 가
능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병렬화가 이루어져 왔다.
병렬화 방식은 크게 하나의 큰 해집단을 유지하고 평가작업을
병렬화 하는 광역 병렬화 방식과 하나의 해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
해집단으로 분리하여 병렬화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방법
은 네트워크 비용과 계산 시간 비용, 그리고 최종 성능의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병렬 유전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48, 52].


광역 병렬화



섬 모형 병렬화



세포 병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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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알고리즘을 병렬화하는 첫 번째 접근법은 광역 병렬화다.
이 접근법에서는 각 해의 평가와 해를 생산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분리된다. 그리고 해집단 내의 모든 해는 다른 모든 해와의 교차가
가능하다. 비교적 쉽게 구현이 가능하며, 프로세서의 수에 비례하여
속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하나의 해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 해집단으로
나누어 각 해집단을 고립시키는 섬 모형 방식이다. 각 해집단 내 해
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렴이 가
능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해를 얻을 가능성
이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하위 해집단의 해를 다른 하위
해집단으로 이동시키는 이민 연산자가 소개되었다.
마지막 접근법인 세포 병렬화는 두 번째 방식인 섬 모형와 유사
하지만 더 많은 수의 하위 해집단으로 나누며, 각 하위 해집단들은
더 적은 수의 해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2.3.1.

광역 병렬화

광역 병렬화는 하나의 해집단이 존재하며 해의 평가 과정이 병
렬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병렬화는 해집단의 해들의 일부분을
각 평가 모듈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를 할당하
는 과정과 평가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통신이 발생하지만, 해들은
서로 종속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통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 2]는 광역 병렬화의 구조를 나타낸다 [48]. 마스터
노드는 해집단을 관리하면서 해를 선택하고 해의 재생산 과정을 수
행한다. 그리고 해의 평가 과정은 마스터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여
11

러 대의 노예 노드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크기가
큰 문제에서도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노예 노드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53].

[그림 2] 광역 병렬화 유전 알고리즘

2.3.2.

섬 모형과 세포 모형 병렬화

여러 개의 해집단을 동시에 진화시키는 섬 모형 병렬화 유전 알
고리즘은 해집단 내의 해를 다양화 하고 조기 수렴을 막기 위한 방
안으로 주기적으로 하위 해집단 간의 해의 이민이 이루어진다. [그림
3]은 섬 모형과 세포 모형의 유전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48]. 세포
모형 유전 알고리즘은 섬 모형과 유사하지만 각각의 해집단이 섬
모형에 비해 매우 작으며 더 잦은 이민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
다.
이러한 이민에 관여하는 요소에는 이민 주기, 이민 비율, 그리고
이민 구조가 있다. 이민 주기는 하위 해집단 간에 해가 이동하는 빈
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민 비율은 이민이 발생할 때 각 하위 해집
단에서 이동하게 되는 해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민 구조는 하위 해
집단간의 이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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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방식의 설정에 따라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민 주
기와 이민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모든 하위 해집단 간의 이민이
가능한 구조라면 하나의 해집단으로 수행했을 때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 특히 하위 해집단 간의 이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구
조는 수렴 속도, 최종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54-60]

(a)

(b)

[그림 3] 섬 모형과 세포 병렬화 유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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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케줄링 문제 정의

3.1.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는 공정 시퀀스에 따른 셋업 교체 시간
을 고려한 유연 잡샵 스케줄링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
는 문제는 𝑚개의 설비가 있으며 몇몇의 설비들은 같은 공정을 수행
할 수 있다. 𝑘 번째 설비는 𝑀𝑘 로 표현되며, 각 설비는 같은 시간에
한 개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스케줄링이 필요한 𝑛개
의 잡이 있으며, 𝑖번째 잡은 𝐽𝑖 로 표현된다. 𝐽𝑖 는 𝑜𝑖 개의 순서가 고정
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𝑖 번째 잡의 𝑗번째 공정은 𝑂𝑖,𝑗 로 표현
된다. 각 공정은 주어진 공정 순서에 따라 이전의 공정이 종료된 후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각 공정은 시작된 이후 중단되지 않고 완료된
이후 종료된다.
본 문제는 𝑁𝐽𝑇 가지 종류의 잡이 있다. 𝑖번째 잡의 타입은 𝐽𝑇(𝐽𝑖 )
로 표현되며 각 잡은 하나의 잡 종류에 속한다. 𝐽𝑇(𝐽𝑖 )와 𝐽𝑇(𝐽𝑘 )이 같
으면, 𝑂𝑖,𝑗 와 𝑂𝑘,𝑗 는 같은 셋업 상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𝑂𝑖,𝑗 는
해당 공정이 수행 가능한 설비 집합 𝐴(𝑂𝑖,𝑗 ) 중 어느 설비에서나 수
행이 가능하다. 각 공정의 작업 시간은 𝑝𝑖,𝑗 로 표현된다. 한 설비에서
𝑂𝑖,𝑗 는 직전 공정인 𝑂𝑘,𝑙 이 종료된 후 셋업 교체 시간인 𝑐𝑘,𝑙,𝑖,𝑗 이 지난
후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셋업 교체 시간은 이전 또는 이후 공정의
작업 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며, 𝐽𝑘 와 𝐽𝑖 가 같은 잡 종류이고, 𝑙 = 𝑗이
면 셋업 교체 시간은 0이다. 각 설비의 초기 셋업 상태는 𝐼𝑆(𝑀𝑘 )로
표현되며, 이는 초기에 셋업이 수행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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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합이다.
고려하고 있는 라인에는 𝑚𝐷𝐴 개의 DA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와 𝑚𝑊𝐵 개의 WB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가 존재하며 𝑚𝐷𝐴
와 𝑚𝑊𝐵 의 합은 𝑚과 같다. 본 문제에는 𝑁𝑂𝑇 가지 종류의 공정 종류
가 존재하며, 라인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은 각각 하나의 공정 종
류에 포함된다. JT(Ji)와 JT(Jk)가 같고 j와 l이 같으면 Oi,j와 Ok,l는 같은
공정 종류에 속한다.
𝑃𝑅 은 고려하고 있는 잡 종류의 수인 𝑁𝐽𝑇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벡터이며 𝑖 번째 요소는 𝑖 번째 잡 종류의 생산 요구량을 나타낸다.
𝑃𝐼𝑆 는 요소의 수가 총 공정 종류의 수와 같은 벡터이며 𝑖 번째 요소
는 라인에서 𝑖 번째 공정 종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셋업 되어 있는
설비의 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𝑃𝑊 는 요소의 수가 총 공정 종류
의 수와 같은 벡터이며 𝑖 번째 요소는 라인에서 𝑖 번째 공정 종류의
수행이 완료된 WIP의 수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C1: 설비는 초기 셋업 상태와 스케줄에 의해 할당된 첫 번째 공
정에 따라 셋업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C2: 고려하고 있는 라인에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셋업 교체
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세운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각 공정의 작업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유지 보수나 설비의 고
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다른 설비로 즉시 이
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여러 대의 설비 중에 각 공정을 수행할 설비를 선택
(assignment problem)하고, 설비에 할당된 공정의 작업 순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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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ing problem)하는 것이다. 목표는 많은 반도체 패키징 라인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동률을 최대
화 하는 것이다 [16, 21]. 본 연구에서 가동률에 셋업 교체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셋업 교체는 스케줄 전체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전의 많은 반도체 패키징 라
인 스케줄링의 연구에서 고려하였듯이 셋업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
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15, 16, 18]. 또한, 라인
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 셋업 교체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동
률을 최대화 시키는 것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각 목표의 점수는 시간 0에서부터
계획 범위인 시간 𝑇 사이에서 계산된다. 가동률 점수와 셋업 교체
점수를 𝐹𝑢 와 𝐹𝑠 로 표현하고 각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𝐹𝑢 =

∑𝑚
𝑘=1

𝑝

𝑡𝑘 (0, 𝑇)
𝑇
𝑚

𝑝

여기서 𝑡𝑘 (0, 𝑇)는 시간 0과 T 사이에서 𝑀𝑘 의 총 작업 수행 시
간이다.

𝐹𝑠 =

∑𝑚
𝑘=1

𝑡𝑘𝑠 (0, 𝑇)
𝑇
𝑚

여기서 𝑡𝑘𝑠 (0, 𝑇)는 시간 0과 𝑇 사이에서 𝑀𝑘 의 총 설비 교체 수
행 시간이다.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론에서 사용될 몇 가지 점수
를 정의한다. 𝐹𝑐 는 시간 0과 𝑇 사이에서 스케줄에서 수행된 설비 교
체 수를 나타내고, 𝐹𝑏 와 𝐹𝑖 는 각각 설비 부하가 균등한 정도와 유휴
점수를 나타내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𝑚

𝐹𝑐 = ∑ 𝜈𝑘 (0, 𝑇)
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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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𝜈𝑘 (0, 𝑇)는 시간 0과 𝑇 사이에서 𝑀𝑘 의 총 설비 교체 횟
수를 나타낸다.
𝐹𝑏 =

𝑝
max 𝑡 (0, ∞)
1≤𝑘≤𝑚 𝑘

𝑝

− min 𝑡𝑘 (0, ∞)
1≤𝑘≤𝑚

𝑝
max 𝑡 (0, ∞)
1≤𝑘≤𝑚 𝑘

여기서 설비에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𝑇 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𝑇 대신 ∞의 값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유휴 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𝐹𝑖 =

∑𝑚
𝑘=1

𝑝

𝑇 − 𝑡𝑘 (0, 𝑇) − 𝑡𝑘𝑠 (0, 𝑇)
𝑇
𝑚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의사 결정 변수와 파라미터, 그리고 함수
는 부록의 [표 15]와 [표 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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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선형 혼합정수계획 모형
문제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선형
혼합정수모형을 통해 서술한다. 시간 t는 음이 아닌 정수로 정의하
고 추가적인 파라미터와 변수를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표 1] 비선형 모형 설명을 위한 추가 파라미터와 변수
종류

표기
𝑤
𝑜𝑚𝑎𝑥

파라미터
𝑠𝑚𝑎𝑥
𝐻
정수 변수

𝑐𝑘,𝑟

설명
𝐹𝑢 의 가중치
하나의 설비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공
정 수
최대 동시 셋업 교체 수
매우 큰 수
𝑀𝑘 의 𝑟번째 공정의 종료 시간
𝑀𝑘 의 𝑟 번째 공정이 𝑂𝑖,𝑗 인 경우 1의

𝑥𝑘,𝑟,𝑖,𝑗

값을 갖는 이진 변수이며 그렇지 않으
면 0.
𝑀𝑘 가 시간 𝑡에서 𝑟번째 공정을 위한 설

이진 변수

𝑠
𝑦𝑘,𝑟,𝑡

비 교체를 하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
는 이진 변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0.
𝑀𝑘 가 시간 𝑡 에서 𝑟 번째 공정을 수행하

𝑝
𝑦𝑘,𝑟,𝑡

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이진 변수
이며 그렇지 않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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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𝑤 ⋅ 𝐹𝑢 − (1 − 𝑤) ⋅ 𝐹𝑠

s.t.

(1)

𝑥𝑘,𝑟,𝑖,𝑗 = 0; ∀𝑘, 𝑟, (𝑖, 𝑗) 𝑠. 𝑡. 𝑀𝑘 ∉ 𝐴(𝑂𝑖,𝑗 )

(2)

𝑚 𝑜𝑚𝑎𝑥

∑ ∑ 𝑥𝑘,𝑟,𝑖,𝑗 = 1; ∀(𝑖, 𝑗)

(3)

𝑘=1 𝑟=1
𝑛

𝑜𝑖

𝑛

𝑜𝑖

∑ ∑ 𝑥𝑘,𝑟+1,𝑖,𝑗 ≤ ∑ ∑ 𝑥𝑘,𝑟,𝑖,𝑗 ; ∀𝑘, 𝑟
𝑖=1 𝑗=1

(4)

𝑖=1 𝑗=1

𝑥𝑘,𝑟 ′ ,𝑖,𝑗 ′ ≤ 1 − 𝑥𝑘,𝑟,𝑖,𝑗 ; ∀𝑘, 𝑟, 𝑟 ′ , (𝑖, 𝑗), (𝑖, 𝑗 ′ ) s. t. 𝑗 ′ > 𝑗, 𝑟 ′ < 𝑟

(5)

{𝑐𝑘,1 − 𝑝𝑖,𝑗 − 𝑠𝑖,𝑗 } ⋅ 𝑥𝑘,1,𝑖,𝑗 ≥ 0; ∀𝑘, (𝑖, 𝑗)

(6)

{𝑐𝑘,𝑟 − 𝑝𝑖,𝑗 − 𝑠𝑖 ′ ,𝑗 ′ ,𝑖,𝑗 − 𝑐𝑘,𝑟−1 } ⋅ 𝑥𝑘,𝑟,𝑖,𝑗 ⋅ 𝑥𝑘,𝑟−1,𝑖 ′,𝑗 ′
≥ 0; ∀𝑘, 𝑟, (𝑖, 𝑗), (𝑖 ′ , 𝑗 ′ )
s. t. 𝑟 > 1, (𝑖, 𝑗) ≠ (𝑖 ′ , 𝑗 ′ )

(7)

{𝑐𝑘,1 − 𝑝𝑖,𝑗 − 𝑠𝑖,𝑗 − 𝑐𝑘 ′ ,𝑟 ′ } ⋅ 𝑥𝑘,1,𝑖,𝑗 ⋅ 𝑥𝑘 ′ ,𝑟 ′ ,𝑖,𝑗−1
≥ 0; ∀𝑘, 𝑘 ′ , 𝑟 ′ , (𝑖, 𝑗)
s. t. 𝑗 > 1, (𝑘, 1) ≠ (𝑘 ′ , 𝑟 ′ )

(8)

{𝑐𝑘,𝑟 − 𝑝𝑖,𝑗 − 𝑠𝑖 ′ ,𝑗 ′ ,𝑖 ′ 𝑗 − 𝑐𝑘 ′ ,𝑟 ′ } ⋅ 𝑥𝑘,𝑟,𝑖,𝑗 ⋅ 𝑥𝑘,𝑟−1,𝑖 ′ ,𝑗 ′
⋅ 𝑥𝑘 ′ ,𝑟 ′ ,𝑖,𝑗−1 ≥ 0;
∀𝑘, 𝑟, 𝑘 ′ , 𝑟 ′ , (𝑖, 𝑗), (𝑖 ′ , 𝑗 ′ )
s. t. 𝑟 > 1, 𝑗 > 1, (𝑘, 𝑟) ≠ (𝑘 ′ , 𝑟 ′ ), (𝑖, 𝑗) ≠ (𝑖 ′ , 𝑗 ′ )

(9)

{𝑡 − (𝑐𝑘,1 − 𝑝𝑖,𝑗 − 𝑠𝑖,𝑗 ) + 1} ⋅ {𝑐𝑘,1 − 𝑝𝑖,𝑗 − 𝑡} ⋅ 𝑥𝑘,1,𝑖,𝑗
𝑠
≤ 𝐻 ⋅ 𝑦𝑘,1,𝑡
; ∀𝑘, (𝑖, 𝑗), 𝑡

(10)

{𝑡 − (𝑐𝑘,𝑟 − 𝑝𝑖,𝑗 − 𝑠𝑖 ′ ,𝑗 ′ ,𝑖,𝑗 ) + 1} ⋅ {𝑐𝑘,𝑟 − 𝑝𝑖,𝑗 − 𝑡} ⋅ 𝑥𝑘,𝑟,𝑖,𝑗
𝑠
⋅ 𝑥𝑘,𝑟−1,𝑖 ′ ,𝑗 ′ ≤ 𝐻 ⋅ 𝑦𝑘,𝑟,𝑡
;
′
′
∀𝑘, 𝑟, (𝑖, 𝑗), (𝑖 , 𝑗 ), 𝑡 s. t. 𝑟 > 1, (𝑖, 𝑗) ≠ (𝑖 ′ , 𝑗 ′ )

(11)

𝑚 𝑜𝑚𝑎𝑥
𝑠
∑ ∑ 𝑦𝑘,𝑟,𝑡
≤ 𝑠𝑚𝑎𝑥 ; ∀𝑡

(12)

𝑘=1 𝑟=1

{𝑡 − (𝑐𝑘,𝑟 − 𝑝𝑖,𝑗 )} ⋅ {𝑐𝑘,𝑟 − 𝑡 − 1} ⋅ 𝑥𝑘,𝑟,𝑖,𝑗
𝑝
≥ 𝐻 ⋅ (𝑦𝑘,𝑟,𝑡 − 1); ∀𝑘, 𝑟, (𝑖, 𝑗), 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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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𝑛

𝑜𝑖
𝑝

∑ ∑ 𝑥𝑘,𝑟,𝑖,𝑗 ≤ 𝑦𝑘,𝑟,𝑡 ; ∀𝑘, 𝑟, 𝑡

(14)

𝑖=1 𝑗=1
𝑇 𝑜𝑚𝑎𝑥
𝑠
𝑡𝑘𝑠 (0, 𝑇) = ∑ ∑ 𝑦𝑘,𝑟,𝑡
; ∀𝑘

(15)

𝑡=1 𝑟=1
𝑇 𝑜𝑚𝑎𝑥
𝑝
𝑡𝑘 (0, 𝑇)

𝑝

= ∑ ∑ 𝑦𝑘,𝑟,𝑡 ; ∀𝑘

(16)

𝑡=1 𝑟=1

목표 함수 (1)은 설비 교체를 최소화 하면서 가동률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식 (2)는 설비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공정
을 할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수식 (3)에 의해 각 공정은 두 개 이상
의 설비에 할당되지 못하고 하나의 설비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수식 (4)에 의해 어떤 설비의 r번째 공정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설비에는 (r + 1)번째 공정이 할당될 수 없다.
수식 (5)에서 (9)는 순서 종속적인 설비 교체와 선후 관계 제약
을 표현한다. 수식 (5)는 하나의 설비에서 같은 잡에 속하는 두 개
의 공정을 수행할 때 선행하는 공정이 후행하는 공정보다 더 뒤에
할당될 수 없음을 표현한다. 각 설비의 첫 번째 공정의 종료 시간은
설비 교체 시간과 공정 수행 시간을 더한 값보다 작을 수 없도록
수식 (6)에 의해 제약된다. 수식 (7)은 𝑂𝑖,𝑗 이 𝑀𝑘 의 r번째 공정이고
𝑂𝑖 ′ ,𝑗 ′ 가 𝑀𝑘 의 (r - 1)번째 공정인 경우, 𝑂𝑖,𝑗 의 종료 시간은 𝑂𝑖 ′,𝑗 ′ 의 종
료 시간과 설비 교체 시간과 𝑂𝑖,𝑗 의 공정 수행 시간과 더한 값 이상
차이 나도록 제약한다. 수식 (6)과 (7)이 설비에서 r번째 공정과 (r 1)번째 공정의 종료 시간을 제약했다면, 수식 (8)과 수식 (9)는 같
은 잡의 공정 간의 종료 시간을 제약한다. 수식 (2)에서 (9)는 [30]
에서 정의된 수식을 수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3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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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0)부터 (12)는 최대 동시 설비 교체 수를 제약한다. 수
식 (10)과 (11)은 설비 𝑀𝑘 가 시간 t에 r번째 공정을 위해 설비를 교
𝑠
체하고 있는 경우, 𝑦𝑘,𝑟,𝑡
가 1의 값을 갖도록 제약한다. 그 이외의 경
𝑠
우에 𝑦𝑘,𝑟,𝑡
는 목표 함수에 의해 자연스럽게 0의 값을 갖는다. 제약식

(12)는 시간 t에 대해서 모든 설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비 교체의
수가 𝑠𝑚𝑎𝑥 를 넘지 못하게 제약한다.
𝑝

𝑦𝑘,𝑟,𝑡 는 𝑀𝑘 가 시간 t에 r번째 공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약식 (13)과 (14)에 의해 0의 값을 갖게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
𝑝

𝑦𝑘,𝑟,𝑡 는 목표 함수에 의해 1의 값을 갖는다.
제약식 (15)와 (16)은 목표 함수 계산을 위한 수식이며, 각각
설비의 설비 교체 시간과 작업 수행 시간을 시간 0과 T 사이에서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값을 위에서 정의한 𝐹𝑢 와 𝐹𝑠 의 수식을 통해 가
동률 점수와 설비 교체 점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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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셋업 교체 스케줄러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문제를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세 가지 하위 문제로 분리하여 해결하는 셋업 교체 스케줄러(setup
change scheduler; SCS)를 제안한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계획 최적
화,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현 가능한 계획 생성 및 평가, 유전 연산자
의 추천을 통한 유전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가속으로 분리한다.

[그림 4] SCS 프레임워크
각각의 하위 문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각 하위 문제가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한다. 입력 데이터는 정적 기준 정보, 동
적 기준 정보, 제약, 그리고 생산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적 기
준 정보는 제품 종류, 설비 목록, 셋업 교체 시간과 각 공정의 작업
시간, 그리고 각 작업의 공정 시퀀스 정보를 포함한다. 현재 설비의
상태와 WIP의 수량은 동적 기준 정보에 포함되며, 제약 정보에는
공정 별 가용 설비, 𝑜𝑚𝑎𝑥 , 𝑠𝑚𝑎𝑥 정보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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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생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그 개수를 명시한다.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한 셋업 교체 최적화 모형(setup change
optimizer; SCO)은 정적 및 동적 기준 정보와 제약을 고려하여 높은
가동률과 적은 수의 셋업 교체로 시스템이 요구하는 생산 계획에
부합하는 스케줄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염색체 표현법과 초기해 생성 방법을 차용한다. 또한, 다양한
목표에 관해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전 연산자를 제안한다.
각각의 유전 연산자는 해집단 내 염색체 다양화, 𝐹𝑢 상승, 그리고 𝐹𝑠
감소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자손을 생산하게 된다.
유전 알고리즘의 잠재력은 주어진 문제의 탐색 공간을 제약 없
이 탐색할 수 있어야 달성될 수 있다. SCO의 유연한 탐색을 보장하
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중요한 제약만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해
를 만들고 나머지 제약을 위배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6163].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선후관계와 대체설비 제약만을 SCO
에서 고려하고 추가적인 제약인 C1과 C2는 스케줄 생성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기존의 많은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한 유연 잡샵 스케줄링 연구
에서 염색체를 통해 설비 할당과 공정 순서 결정을 표현하고 스케
줄 생성자를 활용하여 그 해를 평가하였다 [26, 28, 30]. 마찬가지로
실행 가능성 판단뿐만 아니라 성능 평가를 위해 극사실적 시뮬레이
터(high fidelity simulator; HFS)를 제안한다.
생성된 해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
안된 HFS의 활용은 계산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라인
의 내외부적인 다양한 변동성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계산 시간 증가 요소는 제안하는 프레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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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실제 라인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 연산자의 반영 확률을 조정하여 유전 알고
리즘의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64, 65].
Srinvas와 Patnaik은 높은 성능의 해는 유지시키고 유전 연산자의 적
용 확률을 조정하여 평균 이하의 해를 분열시키는 적응 유전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64]. Hamblin은 유전 연산자의 적용 확률을 수정
하여 탐색 공간의 탐색과 좋은 해를 개척하는 것의 균형을 유지시
키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65].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에 기반의 연산자 추천(similarity based
operator recommender; SOR)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SOR
은 각 염색체에게 가장 적합한 유전 연산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취
한다. 유전 연산자의 추천은 대상 염색체와 기존에 특정 유전 연산
자를 통해 좋은 성능의 염색체를 생산한 부모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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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셋업 교체 최적화 모형
유전 알고리즘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66-68]. 첫째, 유전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의 해를 표현하기 위한
염색체 표현 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
는 방법이 필요하며, 해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함수가 필요하다.
유전 알고리즘 실행 중에는 새로운 해를 생성하기 위해 염색체가
선택된다. 선택된 염색체는 유전 연산자를 통해 자손을 생성한다. 새
로운 해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종료 기준이 만족될 때까지
지속된다. 각 요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4.1.1.

염색체 표현

염색체는 𝐶 로 표현되며 𝐶 는 (𝑆𝑜 , 𝑆𝑚 )과 같이 두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시퀀스의 길이는 전체 공정의 숫자인 ∑𝑛𝑖=1 𝑜𝑖 와
동일하다. 𝑆𝑜 는 공정의 순서를 나타내며 𝑖번째 공정은 𝑆𝑜,𝑖 로 표현된
다. 𝑆𝑚 은 설비의 순서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𝑖 번째 설비는 𝑆𝑚,𝑖 로
표현되고 𝑖 번째 공정인 𝑆𝑜,𝑖 는 𝑖 번째 설비인 𝑆𝑚,𝑖 에 할당된다. 이 표
현법에서 각 설비 별로 할당된 공정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설비 제약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 공정의 순서를 나타내는 𝑆𝑜
를 통해 선후 관계 제약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1.2.

초기 해집단

좋은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는 것은 유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른 수렴을 피하기 위해 초기 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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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충분한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 Defersha와 Chen은 [27]에서
제안된 초기 해집단 생성법을 순서 종속적인 셋업을 대처할 수 있
도록 수정하였다 [30]. 그들은 할당 절차를 셋업 교체 시간의 평균
들의 합과 작업 시간의 합과 설비 가용 시점을 반영하여 수정하였
다. Guimaraes와

Fernandes는

CDR-Bootstrap과

“ Approach by

Localization” 기법을 셋업 교체 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
다 [29]. “Approach by Localization”은 Kacem에 의해 [26]에서 제안
되었고, 이는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는데 있어 절차를 결정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27, 30, 69]. SCO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초
기 해집단을 생성한다.

4.1.3.

유전 연산자

해집단 다양화, 𝐹𝑢 증가, 그리고 𝐹𝑠 감소와 같이 다양한 방향으
로 염색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 가지 종류의 교차와 네 가지 종류
의 변이 연산자를 제안한다. CR1과 MU1은 무작위로 염색체를 변화
시킴으로써 해집단 다양화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R2과 MU2
는 염색체에서 셋업 교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셋업
교체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CR3, CR4, MU3,
그리고 MU4의 목표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다. 부하 균등화
는 시스템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CR3와 MU3는 부하 균등화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𝐹𝑢 를 높이는
것을 시도한다 [70]. CR4와 MU4는 공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Fi 를 감
소시키고 결과적으로 𝐹𝑢 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하는 유전
연산자와 각 유전 연산자의 목표는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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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유전 연산자가 고려하는 문제와 목표
유전 연산자

문제

목표

CR1, MU1

미숙한 수렴

해집단 다양화

CR2, MU2

많은 셋업 교체

𝐹𝑠 감소

CR3, MU3

설비간 부하 불균등

𝐹𝑢 증가

CR4, MU4

많은 유휴 상태

𝐹𝑢 증가

각 유전 연산자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확한 설
명을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교차는 자손을 생산하
기 위해 두 부모가 필요하다. 두 부모와 생산된 자손을 PAR1, PAR2,
𝑃1
CLD로 표기한다. 그리고 PAR1의 So 와 𝑆𝑚 을 𝑆𝑜𝑃1 과 𝑆𝑚
, PAR2의 So 와
𝑃2
𝐶
𝑆𝑚 을 𝑆𝑜𝑃2 과 𝑆𝑚
, 그리고 CLD의 So 와 𝑆𝑚 을 𝑆𝑜𝐶 와 𝑆𝑚
로 표현한다.

[그림 5] 공정의 이동 가능 범위
선후 관계 제약으로 인해 공정을 이동할 때 변이 연산자는 각
공정의 이동 가능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공정 𝑂𝑖,𝑗 는 공정 𝑂𝑖,𝑗−1 의
왼쪽에 위치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공정 𝑂𝑖,𝑗+1 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 없다. 이동 가능 범위의 예시는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 𝑂1,3 은 𝑂1,2 의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𝑂1,2 의 왼쪽에 위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𝑂1,4 는 𝑂1,3
이 종료되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𝑂1,3 은 𝑂1,4 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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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교차 연산자

[그림 6] CR1을 통한 CLD 생산 예시

[그림 6]은 첫 번째 교차 연산자인 CR1의 교차 절차를 표현한다.
첫째, 𝑆𝑜𝑃1 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잡 종류의 공정들이 선택된다. 이 예
제에서는 𝐽4 , 𝐽5 , 그리고 𝐽6 이 선택된다. 둘째, 선택된 공정들은 𝑆𝑜𝐶 에
𝑃1
서 동일한 위치하게 되며 각 공정에 대한 설비 할당은 𝑆𝑚
을 따른

다. 다음으로 𝑆𝑜𝑃1 에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공정들은 𝑆𝑜𝑃2 에서 선택
한다. 선택된 공정들은 𝑆𝑜𝑃2 에서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𝑆𝑜𝐶 에 할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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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2
그 공정들의 설비 할당은 𝑆𝑚
와 같게 이루어진다.

나머지 세 종류의 교차 연산자는 할당 보존 교차(assignment
preserving crossover; APX)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𝑆𝑜𝐶 의 공정 순서는 𝑆𝑜𝑃1 에서의 공정 순서와 동일하게 유지
𝑃2
되고, 각 공정에 대한 설비 할당은 𝑆𝑚
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들의 공정 순서와 설비 할당을 교차 연산자가 의도한
대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7] APX의 CLD 생산 방법 예시

CR2의 목표는 스케줄에 존재하는 셋업 교체의 수를 줄이는 데
에 있다. 한 설비의 공정 순서상에 많은 셋업 교체를 야기 시킬 경
우, 𝑆𝑜 내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 설비에 할당된 공
정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셋업 교체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염색체의 𝐹𝑐 를 줄이는 작업은 셋업 교체 횟
수가 적은 다른 염색체의 𝑆𝑜 를 상속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CR2는 해집단 내에 다른 염색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𝐹𝑐
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PAR1으로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CR2는 해
집단 내의 염색체 중에 𝐹𝑐 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목록의
상위 𝐾%의 염색체 중 하나를 무작위로 PAR1으로 선정한다. PAR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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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교체의 횟수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염색체를 선택한다.
따라서 𝐹𝑐 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목록의 상위 𝐾 %의 염
색체 중 하나를 무작위로 PAR2으로 선택한다. 선택된 두 부모에
APX를 적용하면 생성된 CLD는 설비 할당은 PAR2의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공정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𝐹𝑏 가 높은 염색체의 설비 부하 균등화는 𝐹𝑏 가 낮은 염색체의 설
비 할당을 참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CLD의 설비 할당은 PAR2
의 설비 할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설비 부하 균등화가 필요한 염
색체가 PAR1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고 𝐹𝑏 가 PAR1보다 작은 염색체
가 PAR2로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PAR1은 𝐹𝑏 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된 해집단 내의 염색체 목록에서 상위 𝐾%의 염색체 중
무작위로 선택된다. 반대로 PAR2는 𝐹𝑏 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
렬된 해집단 내의 염색체 목록에서 하위 𝐾%의 염색체 중 무작위로
선택된다. 결과적으로 APX를 통해 생성된 CLD는 PAR1의 공정 순서
를 가지는 동시에 PAR2의 𝐹𝑏 를 가지게 된다.
𝑆𝑜 의 공정 순서를 최적화 시키는 것을 통해 설비의 유휴 상태를
줄일 수 있다. CR4의 목적은 높은 𝐹𝑖 때문에 𝐹𝑢 가 낮은 염색체를 상
대적으로 𝐹𝑖 가 낮은 염색체와의 교차를 통해 𝐹𝑢 를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 CR4에서 해집단 내에서 𝐹𝑖 의 값이 낮은 기준으로 상위 𝐾 %의
염색체 중 무작위로 하나의 염색체를 PAR1로 선택한다. 그리고 𝐹𝑖 를
줄일 대상 염색체인 PAR2를 𝐹𝑖 의 값이 높은 기준으로 상위 𝐾 %의
염색체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선택된 두 부모의 APX를 통
해 생산된 CLD의 공정 순서는 낮은 𝐹𝑖 를 가지고 있는 𝑆𝑜𝑃1 를 따르기
때문에 CLD의 𝐹𝑖 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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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변이 연산자
첫 번째 변이 연산자인 MU1은 염색체에서 공정의 순서를 무작
위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무작위로 염색체를 선택한 후,
임의로 이동시킬 공정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선후 관계 제약을
위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의 이동 가능 범위가 계산되어야 한
다. 선택된 공정은 이동 가능 범위 내에서 무작위 선택된 위치로 설
비 할당과 함께 이동된다. 즉, 설비 할당은 유지 되면서 공정의 순서
만 바뀌게 된다.
MU2는 공정을 대체 설비에 재할당함으로써 셋업 교체 횟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첫째로, MU2는 무작위로 염색체를 선택하고 설
비 중 가장 많은 횟수의 셋업 교체를 요구하는 설비를 선택한다. 둘
째, 선택된 설비에서 셋업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정을 선택한다. 마
지막으로 선택된 공정을 다른 대체 설비 중에 셋업 교체 없이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로 이동시킨다.

[그림 8] MU2를 통한 CLD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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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는 MU2를 통한 CLD의 생성 예시를 보여준다. 이 예시
에서 𝐽𝑇(𝐽1 ) = 𝐽𝑇(𝐽2 ) = 𝐽𝑇(𝐽3 )와 𝐽𝑇(𝐽4 ) = 𝐽𝑇(𝐽5 ) = 𝐽𝑇(𝐽6 )으로 가정하고
모든 설비는 모든 공정이 수행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𝐽𝑇(𝐽1 ) =
𝐽𝑇(𝐽2 ) ≠ 𝐽𝑇(𝐽4 )이고 𝑂1,1 과 𝑂2,1 이 모두 각 잡의 첫 번째 공정이기 때
문에 𝑀1 은 한 번의 셋업 교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설비
에서 필요로 하는 셋업 교체 횟수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면, 𝑀1 ,
𝑀2 , 그리고 𝑀3 은 각각 1, 0, 그리고 1번의 셋업 교체를 필요로 한다.
예제에서 𝑀1 이 선택되었다고 하자. 해당 설비에서 𝑂4,1 로 인해
셋업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정을 다른 설비에 재할당함으
로써 𝑀1 의 셋업 교체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𝐽𝑇(𝐽4 ) = 𝐽𝑇(𝐽5 ) =
𝐽𝑇(𝐽6 )이고 𝑂4,1 , 𝑂5,1 , 그리고 𝑂6,1 이 모두 각 잡의 첫 번째 공정이고
𝑀3 ∈ 𝐴(𝑂4,1 )이므로, 𝑂4,1 을 𝑀3 에 할당하여 𝑂5,1 또는 𝑂6,1 이후에 작
업하게 되면 전체 스케줄의 셋업 교체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𝑂4,1 은 𝑀3 로 할당되고 전체 스케줄의 셋업 교체는 1회 감소
하게 된다.
MU3는 CR3와 마찬가지로 설비 간의 부하를 균등화 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MU3는 가장 먼저 해집단 내에서 임의로 하나의 염
색체를 선택한다. 다른 설비에 비해 부하가 큰 설비를 선택하기 위
𝑝

해 𝑡𝑘 (0, ∞)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상위 𝐾%의 설비 목록
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설비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선택한 설비의 공
정을 재할당할 설비가 필요하다. MU3은 선택된 설비에서 진행되는
공정 중 하나라도 수행이 가능한 설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작업이
할당된 설비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두 개의 설비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한 하나의 공정을 첫 번째 설비에서 선택하여 작업 할
당량이 적은 설비로 재할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MU3는 설비간의
부하를 균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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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3를 통한 CLD의 생산 예시는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𝑝

이 예시에서는 𝑀1 의 𝑡1 (0, ∞) 이 다른 설비들의 것 중 가장 크다고
가정함으로써, 𝑀1 이 대상 설비로 선택된다. 다음으로 𝑀1 에 할당되어
있는 𝑂1,1 , 𝑂2,1 , 그리고 𝑂3,1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선택해야 한다. 𝑀1 에 할당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의 목록은
𝐴(𝑂1,1 ) , 𝐴(𝑂2,1 ) , 그리고 𝐴(𝑂3,1 ) 을 통해 알 수 있으며, 𝑀2 와 𝑀3 는
𝑝

𝑝

각각 𝑂3,1 과 𝑂2,1 을 수행할 수 있다. 𝑡2 (0, ∞)가 𝑡3 (0, ∞)보다 작다고
가정하면 𝑀2 가 선택된다. 그 다음, 𝑀1 에 할당된 공정 중 𝑀2 에서 수
행이 가능한 공정을 선택한다. 이 예시에서는 𝑂3,1 이 𝑀1 에 할당된
공정 중 유일하게 𝑀2 에서 수행이 가능한 공정이므로 𝑂3,1 이 선택된
다. 마지막으로 𝑂3,1 의 설비 할당을 𝑀2 로 수정하여 설비 간의 부하
를 균등화 한다.

[그림 9] MU3를 통한 CLD 생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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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MU4는 선행 공정을 앞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후행
공정의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염색체는 해집단 내에
서 임의로 선택된다. 유휴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설비들에
𝑝

𝑝

비하여 유휴 상태가 긴 설비를 선택한다. 이는 𝑇 − 𝑡𝑘 (0, 𝑇) − 𝑡𝑘 (0, 𝑇)
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상위 𝐾%의 설비 중 하나를 무작
위로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선택된 설비에 할당된 공정 중 각
잡의 첫 번째 공정이 아닌 공정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공정이 속한 잡의 첫 번째 공정을 𝑆𝑜 의 가장 왼쪽으로 위치
시킨다.

[그림 10] MU4를 통한 CLD 생산 예시
MU4를 통해서 CLD를 생산하는 과정의 예시는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예시에서 𝑀2 가 선택되었다고 하면, 𝑂3,1 은 𝐽3 의
첫 번째 공정이므로 𝑂2,2 만 선택될 수 있다. 선택된 𝑂2,2 가 속한 잡
의 첫 번째 공정은 𝑂2,1 이고 이것을 더 먼저 수행함으로써 𝑂2,2 가 가
진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𝑂2,1 의 설비 할당을 유지
하면서 위치를 가장 왼쪽으로 위치시킴으로써 𝑂2,2 의 대기 시간이
감소된다.
스케줄에 포함되어야 할 공정의 수가 많고 변이 연산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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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공정만을 변화시킨다면, 변이 연산자를 통한 염색체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염색체에 큰 변화를 주기 위
해서 하나의 염색체에 반복적으로 변이 연산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즉, 변이 연산자와 염색체가 생산을 위해 선택이 되면 변이 연산자
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염색체에 큰 변화가 있도록 강제한다. 변이
연산자의 적용 횟수는 𝑞로 표현되고, 이는 염색체 생산 시, 변이 연
산자의 최대 및 최소 적용 횟수인 𝑞𝑚𝑎𝑥 와 𝑞𝑚𝑖𝑛 사이의 값으로 임의
로 정해진다.

4.1.4.

적합도 평가와 선택

적합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색체는 제시된 제약을 고려하면
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제약을 반
영한다. 선후 관계 제약과 대체 설비 제약은 SCO를 통해 반영된다.
나머지 제약인 C1과 C2는 해당 제약을 위배한 경우 적합도에 불이
익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4.2절에서 설명한
다.
HFS를 통해 𝐹𝑢 와 𝐹𝑠 를 계산하면, 적합도, 𝐹 는 다음과 같이 그
점수들의 가중 합산을 통해 얻어진다.
𝐹 = 𝑤 × 𝐹𝑢 − (1 − 𝑤) × 𝐹𝑠
여기서 𝑤는 𝐹𝑢 의 중요도에 관한 가중치 파라미터이다.
생존자 선택은 다음 세대 구성을 위한 염색체를 선택하는 과정
이다. 선택된 염색체들은 다음 세대를 구성하고 자손을 생산하기 위
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𝐹 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미리 정의한 수만큼 선택하는 다수 엘리트 선택 기법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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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𝐹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해집단 내의 염색체 중 상위
𝑅%의 염색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선택된다.

4.1.5.

스케줄링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몇 가지 부호를 정의하고 SCO의 스케줄링 알고리
즘을 기술한다. 𝑔번째 세대는 Π𝑔 로 표현되고 Π𝑔 에서 생성된 염색체
의 집합은 π𝑔 로 표현한다. ⋕ (Π𝑔 )와 ⋕ (π𝑔 )는 각각 Π𝑔 와 π𝑔 에 속한
염색체의 수를 나타낸다. SCO는 𝐺 개의 세대를 생성하며, 각 해집단
내의 염색체의 수는 𝑃𝑆로 한정된다.
SCO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스케줄링 문제를 받고 출력으로 해당 문제에
관한 스케줄을 반환한다. 가장 먼저, 𝑔 ∈ {1, … , 𝐺}에 대해서 Π𝑔 와 π𝑔
를 빈 값으로 초기화 하고 𝑔는 1로 설정된다. 그 다음, 초기 해집단
이 생성되는데 초기 해집단 내의 염색체의 수는 𝑃𝑆를 넘을 수 없다.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는 작업은 𝑔의 값이 𝐺 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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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스케줄링 문제 인스턴스
output 스케줄
begin SCO
For 𝑔 ∈ {1, … , 𝐺 } Π𝑔 = 𝑛𝑢𝑙𝑙
For 𝑔 ∈ {1, … , 𝐺 } 𝜋𝑔 = 𝑛𝑢𝑙𝑙
문제에 대한 초기해 생성
생성된 염색체 Π1 에 추가
Π1 의 염색체 평가
𝑔=1
while 𝑔 < 𝐺 do
while ⋕ (Π𝑔 )+ ⋕ (𝜋𝑔 ) < 𝑃𝑆 do
CLD = Reprod(Π𝑔 )
Π𝑔 에 CLD 추가
end while
HFS를 통해 Π𝑔 의 염색체 평가
Π𝑔 과 𝜋𝑔 의 염색체 중 𝐹 를 기준으로 상위 𝑅 %의 염색체를
Π𝑔+1 에 추가
𝑔 =𝑔+1
end while
return Π𝐺 와 𝜋𝐺 에서 가장 좋은 염색체의 스케줄
[그림 11] SCO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새로운 세대의 형성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자손은
[그림 12]의 𝑅𝑒𝑝𝑟𝑜𝑑(Π𝑔 ) 함수를 통해 생산된다. 생산된 CLD는 π𝑔 에
추가된다. 새롭게 생산된 CLD는 모두 π𝑔 에 따로 저장되는데, 이는
이전 세대에서 생존한 염색체만 자손을 생산하는 역할에 참여하도
록 하기 위함이다. CLD를 생산하는 작업은 Π𝑔 와 π𝑔 에 포함된 염색체
의 수가 𝑃𝑆 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된다. 포함된 염색체의 수가 𝑃𝑆
에 도달하면, π𝑔 에 속한 염색체들은 HFS에 의해 평가 받고, 𝐹를 기
준으로 정렬된 Π𝑔 와 π𝑔 염색체들 중 상위 𝑅 %의 염색체들이 다음
세대인 Π𝑔+1 을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𝑔의 값이 𝐺 에 도달하면
재생산 작업은 종료되고, Π𝐺 와 π𝐺 에 속한 염색체 중 가장 높은 𝐹값
을 갖는 염색체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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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Π𝑔
output CLD
begin Reprod(Π𝑔 )
CR1, CR2, CR3, CR4, MU1, MU2, MU3, 그리고 MU4 중 하나의
유전 연산자를 무작위로 선택
if 교차 연산자가 선택된 경우 then
유전 연산자의 선택 방법에 따라 PAR1과 PAR2를 Π𝑔 에서 선
택
선택된 유전 연산자와 PAR1과 PAR2를 통해 CLD 생산
else
유전 연산자의 선택 방법에 따라 부모를 Π𝑔 에서 선택
𝑞의 값을 𝑞𝑚𝑖𝑛 와 𝑞𝑚𝑎𝑥 사이의 값으로 무작위로 선정
유전 연산자를 선택된 부모에 𝑞번 적용함으로써 CLD 생산
end if
return CLD
[그림 12] Reprod(𝚷𝒈 )를 통한 CLD 생산 알고리즘
SCO의 CLD 생산 함수인 𝑅𝑒𝑝𝑟𝑜𝑑(Π𝑔 ) 는 [그림 12]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임의로 하나의 유전
연산자를 선택한다. 이때, 각각의 유전 연산자가 선택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 유전 연산자 중 교차 연산자가 선택된 경우에는 해당 교
차 연산자의 부모 선택 규칙에 따라 Π𝑔 에서 PAR1과 PAR2를 선택하
고 CLD를 생산한다. 변이 연산자가 선택된 경우에는 하나의 염색체
를 PAR1로 선택하고, 𝑞 의 값을 임의적으로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사이의 값
을 설정한다. CLD는 선택된 변이 연산자를 해당 염색체에 𝑞 번 적용
함으로써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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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극사실적 시뮬레이터
본 절에서는 실행 가능성과 주어진 염색체의 성능 평가를 담당
하는 HFS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HFS는 주어진 염색체로부터 이
산 사건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 DES)을 활용하여 nondelay 스케줄 [71]을 생성한다. DES는 제조시스템의 스케줄링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72-74], DES 모형을 스케줄 평가 목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75].
HFS는 다음의 입력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동적 기준 정보를 통
해 설비의 수와 각 설비의 셋업 상태를 초기화 한다. 정적 기준 정
보에서부터 각 공정의 작업시간, 셋업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득
한다. 또한, 기준 정보는 선후 관계 제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 입력 염색체는 공정의 순서와 각 공정의 설비 할당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HFS에서 세운 가정은 다음과 같다.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
는 무한정 공급된다. 생산된 제품은 다른 설비로 즉시 이동이 가능
하다.
HFS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앞서, 정확한 설명을 위
해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하나의 이벤트는 𝜖로 표현되고,
이벤트는 셋업 교체 종료, 공정 종료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벤트
의 종류는 𝑇𝑃(𝜖)으로 표기하고, 이벤트의 시각을 𝑇𝑆(𝜖)으로 표기한
다. 그리고 이벤트 𝜖 와 관련된 설비를 𝑀(𝜖) 으로 표현한다. 각각의
설비는 공정 수행 중, 셋업 교체 중, 유휴 상태, 세 가지 상태가 존
재하고, 𝑆𝑇(𝑀𝑘 )로 표현된다. 설비 𝑀𝑘 에 할당된 공정의 순서는 𝑆𝑜 에
서 𝑀𝑘 에 할당된 공정들만 추출한 𝑆𝑜 (𝑀𝑘 )로 표현된다. 스케줄 내에
셋업 교체 상태인 설비의 수를 𝑆𝐶 로 표현하고, 동시에 셋업 교체가
가능한 설비의 최대 수는 𝑠𝑚𝑎𝑥 로 표기한다. 또한, 공정 𝑂′ 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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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에서 𝑂∗ 를 위한 셋업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𝑐𝑜′ ,𝑜∗ 로
표시하고 𝑂∗ 의 공정 수행 시간은 𝑝𝑂∗ 로 표시한다.
1: 𝑡 = 0
2: 𝐸𝐿 = 𝑛𝑢𝑙𝑙
3: for 𝑘 ∈ (1, … , 𝑚) 𝑆𝑇(𝑀𝑘 )를 유휴 상태로 설정
4: for 𝑘 ∈ (1, … , 𝑚) 𝑀𝑘 의 초기 셋업 상태를 ST(𝑀𝑘 )에 따라 설정
5: 𝑆𝐶 = 0
6: while 𝑡 < 𝑇 do
7:
for 𝑘 ∈ (1, … , 𝑚) do
8:
if 𝑆𝑇(𝑀𝑘 )가 유휴 상태가 아닌 경우 then
9:
다음 𝑘로 이동
10:
end if
11:
𝑆𝑜 (𝑀𝑘 )로부터 첫 번째 공정, 𝑂∗ 을 추출
12:
if 𝑀𝑘 의 셋업 교체가 필요한 경우 then
13:
if 𝑆𝐶 < 𝑠𝑚𝑎𝑥 then
14:
𝑂𝑝∗ = 𝑀𝑘 에서 𝑂∗ 의 선행 공정
15:
if 𝑂𝑝∗ 이 𝑛𝑢𝑙𝑙이 아닌 경우 then
16:
𝜖를 만들고 𝑇𝑆(𝜖)를 𝑡 + 𝑐𝑂𝑝∗ ,𝑂∗ 로, 𝑇𝑃(𝜖) 를 셋
업 교체 종료로 설정
17:
else
18:
𝐼𝑆(𝑀𝑘 )로부터 무작위로 공정, 𝑂′ 선택
19:
𝜖를 만들고 𝑇𝑆(𝜖)를 𝑡 + 𝑐𝑜′ ,𝑂∗ 로, 𝑇𝑃(𝜖) 를 셋
업 교체 종료로 설정
20:
end if
21:
𝜖를 𝐸𝐿에 추가
22:
𝑆𝑇(𝑀𝑘 )를 셋업 교체로 설정
23:
𝑆𝐶 = 𝑆𝐶 + 1
24:
else
25:
다음 𝑘로 이동
26:
end if
27:
else if 이전 공정, 𝑂∗ 가 𝑛𝑢𝑙𝑙이 아니고 종료 되지 않은
경우 then
28:
다음 𝑘로 이동
29:
else
30:
𝜖를 만들고 𝑇𝑆(𝜖)는 𝑡 + 𝑝𝑂∗ 로, 𝑇𝑃(𝜖)는 공정 종료로
설정
31:
𝜖를 𝐸𝐿에 추가
32:
𝑆𝑇(𝑀𝑘 )를 공정 수행 중으로 설정
33:
𝑂∗ 를 𝑆𝑜 (𝑀𝑘 )로부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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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nd if
35:
end for
36:
𝐸𝐿로부터 가장 임박한 이벤트, 𝜖 ∗ 추출
37:
𝑡를 𝑇𝑆(𝜖 ∗ )로 설정
38:
𝑆𝑇(𝑀(𝜖 ∗ ))를 유휴 상태로 설정
39:
if 𝑇𝑃(𝜖 ∗ )가 셋업 교체 종료인 경우 then
40:
𝑆𝐶 = 𝑆𝐶 − 1
41:
end if
42:
𝐸𝐿에서 𝜖 ∗ 제거
43: end while
44: 𝐹𝑢 , 𝐹𝑠 , 𝐹𝑐 , 𝐹𝑖 , 그리고 𝐹𝑏 계산
[그림 13] HFS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그림 13]에서 HFS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다.
HFS는 시뮬레이션 시간 𝑡를 0으로, 이벤트 목록인 𝐸𝐿을 비우고, 모
든 설비들의 상태를 유휴 상태로 설정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시
작한다. 또한, 설비 𝑀𝑘 의 셋업 상태는 𝐼𝑆(𝑀𝑘 )을 통해 설정한다. 7번
째 줄에서 35번째 줄까지는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하는 과정이며, 36
번째 줄에서 42번째 줄까지는 발생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벤트를 새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HFS는 각각의 설비에서 새로
운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다. 공정의 작업 완료 이
벤트나 셋업 교체 종료 이벤트는 설비에서 공정을 시작하거나 셋업
교체를 시작한 이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8번째 줄에
서 𝑆𝑇(𝑀𝑘 )가 유휴 상태가 아니면 다음 설비로 넘어가게 된다. 설비
의 상태가 유휴 상태면 HFS는 설비 𝑀𝑘 에 할당된 공정의 순서인
𝑆𝑜 (𝑀𝑘 )에서 첫 번째 공정, 𝑂∗ 을 가져오고, 해당 설비가 셋업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𝑀𝑘 가 셋업 교체가 필요하고 𝑆𝐶 가 𝑠𝑚𝑎𝑥 보다 작으면 셋업 교체
종료 이벤트가 𝐸𝐿에 추가되고 𝑆𝐶 는 𝑆𝐶 + 1로 설정된다. 𝑆𝐶 가 𝑠𝑚𝑎𝑥
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설비로 넘어간다. 𝑀𝑘 가 셋업 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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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고 𝑂∗ 의 선행 공정이 𝑛𝑢𝑙𝑙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공정
작업 완료 이벤트가 𝐸𝐿에 추가된다. 선행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
우에는 다음 설비로 넘어가게 된다.
이벤트가 추가 작업이 완료된 이후, HFS는 𝐸𝐿 에서 가장 임박한
이벤트, 𝜖 ∗ 를 가져온 후 𝑡 를 𝑇𝑆(𝜖 ∗ )로 설정한다. 𝑆𝑇(𝑀(𝜖 ∗ )) 은 유휴
상태로 설정되고, 𝑇𝑃(𝜖 ∗ ) 이 셋업 교체 종료 이벤트인 경우 𝑆𝐶 를
𝑆𝐶 − 1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HFS는 𝐸𝐿에서 𝜖 ∗ 를 제거한다. 이 과
정은 𝑡가 종료 시간인 𝑇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행되는 HFS는 추가 제약인 C1와 C2
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영한다. 어떤 설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로 할당된 공정에 따라 셋업 교체가 시뮬레이션의 시작 시점에서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의 12번째 줄에서 수행되는 조건 검
사가 첫 번째로 할당된 공정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동시
에 수행 가능한 셋업 교체의 수를 제한하는 C2는 𝑆𝐶가 𝑠𝑚𝑎𝑥 보다 작
지 않을 때는 셋업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휴 상태로 대기하
도록 함으로써 반영된다.
HFS는 모든 설비에 대해 작업 시간과 셋업 교체 시간, 그리고
각 설비의 셋업 교체 횟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입력
염색체에 대해 SCO와 SOR에서 쓰이는 점수인 𝐹𝑢 , 𝐹𝑠 , 𝐹𝑐 , 𝐹𝑖 , 그리고
𝐹𝑏 를 계산하게 된다. 각 염색체의 𝐹𝑐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는 SCO의 재생산
과정에서 부모를 선택하는 곳에서 쓰이고, 𝐹𝑢 와 𝐹𝑠 는 SCO에서 다음
세대를 구성할 염색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쓰이게 된다. 마지막
으로 𝐹𝑠 , 𝐹𝑖 , 그리고 𝐹𝑏 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게 될 SOR에서 유전 연
산자를 추천하는 데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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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전 연산자 추천 모형
SOR은 SCO가 새로운 염색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유전 연산자 중 가장 적합한 연산자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각각의 유전 연산자는 고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염색체
의 𝐹𝑠 , 𝐹𝑖 , 그리고 𝐹𝑏 에 따라 성능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전
연산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어떤 염색체가 해집단 내에 존
재하는 다른 염색체에 비해 높은 𝐹𝑠 값을 갖는다면 이는 셋업 교체의
횟수를 줄이는 유전 연산자인 CR2와 MU2가 적합한 유전 연산자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염색체의 𝐹𝑏 가 높은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CR3와 MU3를 통해 𝐹𝑏 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한 염색체의 𝐹𝑖 가 높은 상황이라면 𝐹𝑖 를 낮춤으로
써 𝐹𝑢 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CR4와 MU4를 적합한 유전 연산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점수 기반의 유전 연
산자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4] SOR의 데이터 수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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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연산자의 추천은 재생산에 사용된 PAR1과 PAR2 각각의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점수와 사용된 유전 연산자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를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이 데이터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
시킨 경우에 한하여 학습 데이터로 저장된다. 첫 번째 조건은 CLD
가 PAR1과 PAR2보다 높은 𝐹 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 조건으로
각 유전 연산자가 목표로 한 방향으로 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MU2를 통해 CLD를 생산한 경우 부모의 셋업 교
체 횟수보다 CLD의 셋업 교체 횟수가 적어야 한다. [그림 14]는 SOR
에서 학습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교차 연산자를 통해
재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CLD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
을 만족시키면, PAR1의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와 사용된 유전 연산자를
DBP1에 저장하고 PAR2의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와 사용된 유전 연산자를
DBP2에 저장한다. 변이 연산자를 위한 데이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
장된다. 변이 연산자를 사용하여 생산된 CLD가 조건이 만족된 경우
PAR1의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와 사용된 유전 연산자를 DBM에 저장한다.
SOR은 학습 데이터를 [그림 11]에 소개된 알고리즘을 통해 자
손을 생산할 때 수집한다. 학습 데이터가 수집되면 스케줄링 과정에
서 SOR이 자손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SOR은 𝑟개의 학
습 데이터를 사용하며 각 학습 데이터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한번
실행 시킬 때 발생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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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Π𝑔
output CLD
begin 𝑅𝑒𝑝𝑟𝑜𝑑𝑆𝑂𝑅(Π𝑔 )
교차와 변이 연산자 중 무작위로 하나 선택
if 교차 연산자가 선택된 경우 then
무작위로 두 개의 염색체를 PAR1과 PAR2로 선택
DBP1와 DBP2를 이용하여 유전 연산자의 선택 확률 계산
유전 연산자의 선택 확률에 따라 유전 연산자 선택
선택된 유전 연산자를 PAR1과 PAR2에 적용하여 CLD 생산
else
무작위로 한 개의 염색체를 PAR1로 선택
DBM를 이용하여 유전 연산자의 선택 확률 계산
유전 연산자의 선택 확률에 따라 유전 연산자 선택
𝑞의 값을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사이의 값으로 무작위로 선정
PAR1에 선택된 유전 연산자를 𝑞번 적용하여 CLD 생산
end if
return CLD
[그림 15] SOR을 통한 재생산 알고리즘
SOR을 통한 자손 재생산 과정은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차 연산자를 추천할 것인지 변이 연산자를 추천할 것인지
먼저 임의로 결정을 한다. 교차 연산자를 추천하기로 결정이 되었으
면 두 개의 염색체를 PAR1과 PAR2로 Π𝑔 로부터 무작위로 선택하고,
변이 연산자를 추천하기로 하였으면 한 개의 염색체를 PAR1으로
Π𝑔 로부터 무작위로 선택한다.
다음으로 유전 연산자는 각 유전 연산자의 선택확률에 의해 추
천이 이루어진다. 각 유전 연산자의 선택확률은 선택된 염색체와 데
이터셋에 저장되어 있는 염색체들의 점수 유사도를 통해 계산되며,
점수 유사도는 다음의 4.3.1에서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유전 연산자
가 선택되었으면, 교차 연산자의 경우 선택된 PAR1과 PAR2와 선택
된 교차 연산자를 통해 CLD를 생산하고, 변이 연산자의 경우 선택
된 PAR1에 선택된 변이 연산자를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사이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𝑞번 적용함으로써 CLD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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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기반한 염색체 유사도

4.3.1.

두 염색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염색체는 점수로
이루어진 벡터로 표현된다. 벡터는 CR2, CR3, CR4, MU2, MU3, 그리고
MU4가 향상시키려 하는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값으로 이루어진다. 그리
고 두 염색체의 벡터는 코사인 유사도 계산식에 의해 유사도가 구
해지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𝐹𝑠 × 𝐹𝑠′ + 𝐹𝑏 × 𝐹𝑏′ + 𝐹𝑖 × 𝐹𝑖 ′

𝑠𝑖𝑚(𝐶, 𝐶 ′ ) =

√𝐹𝑠2 + 𝐹𝑏2 + 𝐹𝑖2 √𝐹′2𝑠 + 𝐹′2𝑏 + 𝐹′2𝑖
이때,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는 염색체 𝐶의 점수이며 𝐹′𝑠 , 𝐹′𝑏 , 그리고
𝐹′𝑖 는 염색체 𝐶′의 점수이다.

유전 연산자 선택 확률

4.3.2.

CLD를 생산할 때 교차 연산자를 하는지 변이 연산자를 사용하
는지에 따라 필요한 염색체의 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유전 연산자의
선택 확률은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 먼저 PAR1 그리고 PAR2로 선택
된 염색체 𝐶𝑠 와 𝐶𝑠′ 를 위해 교차 연산자 𝑋 가 선택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𝛤𝑋 (𝐶𝑠 , 𝐶𝑠′ ) =

∑𝐶∈ℂ𝑋 𝑠𝑖𝑚(𝐶, 𝐶𝑠 ) + ∑𝐶∈ℂ𝑋 𝑠𝑖𝑚(𝐶, 𝐶𝑠′ )
𝑃1

𝑃2

∑𝐶∈ℂ𝑃1 𝑠𝑖𝑚(𝐶, 𝐶𝑠 ) + ∑𝐶∈ℂ𝑃2 𝑠𝑖𝑚(𝐶, 𝐶𝑠′ )

이때, ℂ𝑃1 과 ℂ𝑃2 는 DBP1과 DBP2에 저장된 각 염색체의 집합이며,
𝑋
𝑋
ℂ𝑃1
과 ℂ𝑃2
는 각각 ℂ𝑃1 과 ℂ𝑃2 의 염색체 중 교차 연산자 𝑋 를 통해

CLD를 생산한 염색체의 집합이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염색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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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염색체들이 교차 연산자 𝑋를 통해 성능이 향상된 CLD를 많이
생산한 경우, 교차 연산자 𝑋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다.
PAR1로 선택된 염색체 𝐶𝑠 의 재생산을 위해 변이 연산자 𝑋가 선
택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𝛤𝑋 (𝐶𝑠 ) =

∑𝐶∈ℂ𝑋 𝑠𝑖𝑚(𝐶, 𝐶𝑠 )
𝑀

∑𝐶∈ℂ𝑀 𝑠𝑖𝑚(𝐶, 𝐶𝑠 )

𝑋
이때, ℂ𝑀 은 DBM에 저장된 염색체의 집합이며, ℂ𝑀
는 ℂM 의 염색

체 중 변이 연산자 𝑋 를 통해 CLD를 생산한 염색체의 집합이다. 마
찬가지로 선택된 염색체와 유사한 염색체들이 변이 연산자 𝑋 를 통
해 성능이 향상된 CLD를 많이 생산한 경우, 변이 연산자 𝑋 가 선택
될 확률이 높아진다.

4.3.3.

유전 알고리즘과 추천 모형 통합

SCO는 유전 연산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된 유전 연산자의 부
모 선택 방식에 따라 부모를 선택한다. 하지만 SOR을 통한 재생산
과정에서는 교차 연산을 할 것인지 변이 연산을 할 것인지 먼저 정
하고, 염색체를 무작위로 선정한 이후, 선택된 염색체에 따라 교차
연산자 또는 변이 연산자를 선택하게 된다. SCO와 SOR을 통합하기
위해 SOR을 통해 재생산을 할 확률인 𝑃𝑆𝑂𝑅 을 소개한다. SCO의 스케
줄링 알고리즘에서 재생산할 때마다 SCO는 𝑃𝑆𝑂𝑅 의 확률로 SOR을 통
해 재생산을 한다. 다시 말해서, 𝑃𝑆𝑂𝑅 의 확률로 𝑅𝑒𝑝𝑟𝑜𝑑𝑆𝑂𝑅(Πg ) 를
통해 재생산을 한다. 𝑃𝑆𝑂𝑅 이 큰 경우 재생산 과정을 학습데이터에
의존하게 된다. 학습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재생산을 하게 되
는 경우 해의 다양성이 부족하게 되어 지역 최적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𝑃𝑆𝑂𝑅 의 값은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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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및 결과
4.4.1.

실험 데이터셋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한 라인과 크기가 크고 복잡
한 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준비하였다. 각각의
데이터셋은 다른 수의 설비, 다른 수의 잡 종류와 다른 수의 평균
잡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각 데이터셋의 특성은 [표 3] 실험 데이
터셋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 9, 10, 그리고 11번 데이터셋은 실

제 상황에서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양
한 문제에서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셋 3번부터 11번까지는 각 데이
터셋 별로 스케줄링 문제 10개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라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매 2시간마다 48시간 동안의 스케
줄을 생성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생산 요구량은 고려하고 있는 라인
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양이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SOR을 통한 재생산 과정에서 사용될 학
습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다. 각 데이터셋과 같은 수의
설비를 갖고 같은 종류의 잡을 생산하는 학습 데이터 준비용 데이
터셋을 만들어 SCO를 통해 스케줄을 생산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날짜 별로 필요로 하는 잡 종류의 생산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각 잡 종류의 생산 요구량을 5%에서 20%
정도의 변화를 주었다. 사용될 학습 데이터셋의 수인 𝑟 은 2로 설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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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데이터셋

데이터셋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4.4.2.

평균 𝒎
(최소, 최대)

𝑁𝐽𝑇

25(25, 25)
200(200, 200)
44.6 (41, 50)
54.2 (46, 58)
57.4 (52, 61)
87.8 (80, 98)
104.2 (97, 112)
113.6 (98, 120)
181.3 (176, 188)
193.8 (182, 215)
214 (210, 218)

5
7
3
5
7
3
5
7
3
5
7

평균 공정수
(최소, 최대)
940(940, 940)
5000(5000, 5000)
760.2 (630, 819)
773.5 (718, 868)
799.8 (722, 920)
1446.3 (1371, 1551)
1582.5 (1408, 1737)
1534 (1294, 1644)
2817 (2709, 2967)
2838.7 (2698, 3024)
2745.3 (2633, 2894)

실험 환경 설정

본 절에서는 비교군으로 사용된 방법론과 설정된 파라미터를 설
명한다. Defersha와 Chen에 의해 제안된 방법(DCM) [30]과 [29]에서
소개된 Balance Task Sequence List (BTSL)와 최종 𝐹 값, 𝐹𝑢 값, 그리고
𝐹𝑠 의 값을 비교하였다. 목적의 가중치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할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따른 SCO의 성능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표 4]와 같이 실험 설정을 구분하였다. 각 실험 설정 별로
𝑠𝑚𝑎𝑥 의 값은 스케줄의 가동률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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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른 목표 가중에 기반한 실험 설정 디자인
실험 설정 번호

데이터셋 번호

w

𝒔𝒎𝒂𝒙

1
2
3
4
5
6

1
1
1
2
2
2

0
0.5
1
0
0.5
1

4
4
4
30
30
30

가장 먼저, 𝐾와 𝑅의 값을 10의 간격으로 10부터 90까지 다양화
하여 각 실험 설정 별로 SCO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찾았
다. K는 SCO에만 존재하는 파라미터이므로 DCM과 BTSL은 R의 값만
을 10의 간격으로 10부터 90까지 다양화 하며 각 실험 설정 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찾았으며 결과는 [표 5] 와 같다.
이 과정에서 DCM에서 사용되는 유전 연산자의 적용 확률은 실험을
통해 각 실험 설정 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유전 연산자의
적용 확률을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BTSL의 파라미터는 [29]에서
사용된 값을 따른다.
[표 5] 각 방법론 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GA 파라미터
실험 설정 번호
1
2
3
4
5
6

SCO
K
90
70
40
80
20
90

R
40
20
40
4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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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R
10
20
10
10
10
10

BTSL
R
60
20
10
30
10
10

모든 실험 과정에서 달리 설정하지 않는 한 PS와 G의 값은 각
각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같은 적합도 함수와 다음 세대 생성 방법
을 사용하였다. 각 설비의 초기 셋업 상태는 무작위로 설정되었으며,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는 1과 2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교하는 모든 방법론
은 확률에 기반한 해 탐색 기법이기 때문에 모든 성능 평가는 10회
의 독립적인 결과의 평균을 통해 비교되었다.

4.4.3.

SCS와 비교군의 성능 비교

SCO, DCM, 그리고 BTSL의 성능을 다양한 w의 값에서 비교된 결
과는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은 각각 1번과 2번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이며, 각각의 그래
프는 왼쪽부터 F, Fu, 그리고 Fs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6]의 결과
에서 w값에 따른 R과 K의 값이 [표 5]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 w
가 0.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R과 K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6]의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DCM과
BTSL과 비교하였을 때 SCO에 의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w
값에서 SCO가 비교군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였으며, 향상 정도는

w의 값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6]의 첫 번째 행의 Fs 결과를 보면 SCO와 비교군으로 사
용된 방법론과의 결과의 차이가 w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s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SCO를 통해

Fs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만족할만한 Fu의 값을 갖는 스케줄을 획득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두 개의 데이터셋
에서 특정 값 이상의 w에서부터는 Fu의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
고 Fs의 값만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너무 높은 값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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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Fu값을 갖지 못하고 높은 Fs값을 갖는 스케줄을 획득할 가
능성을 주기 때문에 Fu와 Fs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w의 값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w의 값에 따른 SCO, DCM, 그리고 BTSL의 성능 비교
다음으로 𝑠𝑚𝑎𝑥 의 변화에 따른 SCO의 성능의 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 𝑠𝑚𝑎𝑥 의 값을 다양화하여 실험하였다. 1번 데이터셋과 2번 데이
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17]과 [그림 18]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7]과 [그림 18]의 첫 번째 행에 표시된 그래프는 Fu의 결
과를 나타내고 두 번째 행에 표시된 그래프는 Fs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그림 17]과 [그림 18]의 첫 번째 열의 그래프는 각각 실험 설
정 1번과 4번의 결과이며, 두 번째 열의 그래프는 실험 설정 2번과
5번, 그리고 마지막 열의 그래프는 실험 설정 3번과 6번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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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번 데이터셋에 대해서 smax의 값을 다양화 하였을 때 SCO,
DCM, 그리고 BTSL의 성능 결과
[그림 17]과 [그림 18]의 첫 번째 행에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작은 값의 𝑠𝑚𝑎𝑥 는 w의 값이 0일 때를 제외하고 Fu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작은 𝑠𝑚𝑎𝑥 값에 의해 필요한 셋업 교체를 못 하고 대기
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𝑠𝑚𝑎𝑥 가
모든 방법론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만 SCO의 경우 Fs의 측면에서 비
교적 적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CM과 BTSL이 Fs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교체가 가능한 셋업의 수가 많을 때, 잦은 셋
업 교체를 통해 Fu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는 SCO가 가동률을 무시할 수 없을 때, 다
른 비교군에 비해 문제의 크기나 𝑠𝑚𝑎𝑥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더 좋
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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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번 데이터셋에 대해서 smax의 값을 다양화 하였을 때 SCO,
DCM, 그리고 BTSL의 성능 결과
𝑤 의 값을 0.5로 고정하였을 때 3번부터 11번 데이터셋에 포함
되어있는 문제를 통한 SCO와 비교군의 성능은 [표 6]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𝐹𝑢 , 𝐹𝑠 , 그리고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데이
터셋 별로 가장 높은 𝐹𝑢 , 가장 낮은 𝐹𝑠 ,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을 소
요한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CO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비교군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뚜
렷한 목적성을 갖는 SCO의 유전 연산자들이 비교적 단순한 규칙에
의해 해를 생성하기 때문에 SCO가 다른 비교군에 비해 더 짧은 시
간 안에 최종해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은 SCO가 DCM과 BTSL에 비해 향상된 성능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19]의 왼쪽은 DCM과 BTSL의 𝐹𝑢 와 비교하였을 때 증
가시킨 비율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DCM과 BTSL의 𝐹𝑠 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시킨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서 SCO는 비교군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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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번부터 11번 데이터셋에 대한 SCO, DCM, 그리고 BTSL의
성능 비교

번호

DCM

SCO

데이터셋
𝑭𝒖

𝑭𝒔

소요
시간

𝑭𝒖

𝑭𝒔

BTSL
소요
시간

𝑭𝒖

𝑭𝒔

소요
시간

3

0.874 0.072

52

0.826 0.103

168

0.807 0.086

215

4

0.858 0.083

53

0.845 0.102

185

0.846 0.098

227

5

0.702 0.093

71

0.621 0.114

190

0.621 0.106

229

6

0.894 0.071

103

0.841 0.096

336

0.838 0.089

390

7

0.863 0.082

121

0.822 0.108

366

0.825 0.106

467

8

0.718 0.090

168

0.635 0.133

416

0.623 0.105

521

9

0.879 0.072

270

0.770 0.085

866

0.765 0.081 1008

10

0.848 0.088

292

0.772 0.103

885

0.769

11

0.742 0.117

455

0.664 0.133

958

0.654 0.125 11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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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3번부터 11번 데이터셋에 대한 SCO의 비교군 대비 향상
비율
다음으로 다양한 PS와 G값에 따른 SCO와 비교군의 성능 비교를
한다. [그림 20]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그래프는 각각 PS와 G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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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각 행의 그래프들은 왼쪽부터 실험 설정 1번, 2번, 그리고
3번의 결과를 나타낸다. SCO는 모든 설정에서 비교군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20]의 두 번째 행의 그래프는 SCO가 가장 적은
반복횟수로 가장 높은 성능의 결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20]의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SCO는 가동률만이 목적
함수에 포함될 때 다른 비교군에 비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였다.
기대한대로, [그림 20]의 결과는 PS와 G에 따라 SCO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큰 값의 PS와 G는 더 좋은 성능의 스케줄을 생
산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PS와 G의
값은 [76]에서 알 수 있듯이 스케줄의 성능과 계산 시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림 20] 1번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PS와 G값에 따른 SCO, DCM,
그리고 BTSL의 성능 결과
마지막으로 SOR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PSOR의 값을 0에서
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다양화하면서 SCO와 SCO + SOR의 계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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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였다. 다양한 PSOR의 값에 따른 실험 설정 1번부터 6번의
계산 시간 결과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TT(F)는 특정

F 값을 얻기 위해 걸린 초 단위의 계산 시간이며, 각 실험 설정에서
F는 SCO의 최종성능으로 결정되었다. [표 7]의 괄호 안의 숫자는 특
정 F값을 얻기 위한 SCO + SOR의 계산 시간을 SCO의 계산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PSOR이 0일
때, SCO + SOR은 SCO와 같다.
[표 7] SCO와 SCO + SOR의 계산 시간 비교 결과
실험 설정
번호

TT(F)

PSOR
0

1

TT(-0.02)

223

2

TT(0.43)

211

3

TT(0.91)

299

4

TT(-0.03)

1817

5

TT(0.41)

1649

6

TT(0.87)

1472

0.25

0.5

0.75

1

104
(53%)
140
(34%)
289
(3%)
353
(81%)
1620
(2%)
1432
(3%)

136
(39%)
170
(20%)
207
(31%)
515
(72%)
1569
(5%)
1280
(13%)

98
(56%)
156
(26%)
278
(7%)
202
(89%)
1632
(1%)
1395
(5%)

132
(41%)
192
(9%)
273
(9%)
105
(94%)
1512
(8%)
1467
(0%)

SOR을 적용하였을 때 모든 경우에서 SCO만을 사용하였을 때보
다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SCO + SOR은 PSOR이
0.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PSOR이 1일 때 가장 안 좋은 성
능을 보였다. 이러한 안 좋은 성능은 SCO + SOR이 학습 데이터에 과
도하게 의지하여 다양한 해를 얻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을 통해서 SOR이 각 염색체 별로 가장 적합한 유전 연산자를 추
천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수렴속도를 성공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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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학습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은 다양한 해를 확
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지역 최적점에 빠질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PSOR의 적합한 값을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문
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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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 및 보정을 통한 초기해
생성

진화 기반의 해 탐색 알고리즘에서 좋을 성능의 초기해를 제공
하는 것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다양한
해를 제공하여 이른 수렴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성능의 해
를 제공하여 높은 성능의 최종 해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라인의 각 제품별 생산 요구량은 근무 일 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과거에 사용된 스케줄을 참
고하여 초기해로 사용하면 기존의 초기해 생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초기해보다 좋은 성능의 초기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스케줄 검색 및 수정 기법을 이용한 고속 자원
할당 방법 및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77]. 이를 기반으로 [77, 78]에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스케줄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유전 알고
리즘의 초기해로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높은
성능의 초기해 집단을 얻는 것을 보였다. 스케줄을 검색하고 생산
요구량과 설비의 셋업 상태, 그리고 설비의 수를 새로운 상황에 맞
게 수정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8]을 기반으로 기존의 스케줄을 검색하는 유사
스케줄 검색기와 검색된 스케줄을 현재의 스케줄링 문제에 부합하
도록 스케줄을 보정하는 유사 스케줄 보정기를 제안한다. 5.1절에서
스케줄 검색과 스케줄 보정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5.1.1
에서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스케줄 목록으로부터 유사 스케
줄을 검색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하고 스케줄 간의 유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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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이를 통해 보정하여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스케줄을

검색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5.1.2에서는 검색된 스케줄을 고
려하고 있는 문제에서의 라인 상태, 생산 요구량에 맞도록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제안된 스케줄 검색 및 보정 알고리즘은 5.2
절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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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스케줄 검색 및 보정
스케줄 검색 및 보정(schedule retrieval and repair; SRR)은 아래의
[그림 21]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스케줄 DB에는 이전에 생성되었던
스케줄과 스케줄링 당시의 동적 기준 정보와 생산 계획을 저장하고
있다. 새로운 스케줄링 문제를 받으면 스케줄 DB로부터 유사한 상
황에서 생성된 스케줄을 검색한다. 그런 다음 검색된 스케줄들은 문
제 상황에 맞도록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
용될 초기 해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검색과 보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정을 거친 후, 높은
성능의 초기해를 얻을 수 있는 스케줄을 검색하고 성능을 떨어트리
지 않는 방향으로 보정을 하는 것이다. 5.1.1에서 문제 표현과 문제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스케줄을 보정하였을 때 성능 하락이 최소
화되는 스케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검색된 스케줄의
성능 하락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적 기준 정보와 생산 계획에 부합하
는 스케줄로 보정하는 과정은 5.1.2에서 소개된다.

[그림 21] 검색 및 보정을 통한 초기해 생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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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유사 스케줄 검색

5.1.1.1. 문제 표현
스케줄 검색은 새로운 문제에서 사용될 초기해를 검색하고 검색
된 염색체는 스케줄 보정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맞도록 보정되어
초기해로 사용된다. 스케줄 보정 과정에서 보정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 새로운 문제의 초기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줄 검색에서
는 현재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스케줄을 검색해
야 한다.
SCS의 입력데이터 중 셋업 교체 시간, 공정 시간 등의 정적 기
준 정보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가정하면, 라인 상태와 생산 계
획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설비의 수와 각 설비의
셋업 상태, 그리고 각 제품 종류 별 생산 요구량을 고려하여 하나의
문제를 표현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WIP의 수를 고려한다. 따라서 스
케줄 검색은 설비의 수, 각 설비의 셋업 상태, 각 공정 별 WIP의 수,
그리고 생산 요구량 기준에서 새로운 문제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생산된 스케줄을 검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설비의 수, 각 공정 종류 별로 셋업 되어 있는 설비의
수, 각 파트 종류 별 WIP의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별 생산 요
구량으로 이루어진다. 스케줄링 문제, 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𝑃 =< 𝑚𝐷𝐴 , 𝑚𝑊𝐵 , 𝑃𝑅 , 𝑃𝑊 , 𝑃𝐼𝑆 >

5.1.1.2. 스케줄링 문제 유사도 정의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셋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각 공정 별
수행 시간, 그리고 각 잡 별 공정 수행 순서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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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문제 별로 다른 값을 갖는 설비 수, 생산 요구량, 재공,
그리고 초기 셋업 상태를 통해 문제간의 유사도를 구하려고 한다.
이 중에 설비 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정 종류 별로 셋업 교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의 수로 정의된 𝑃𝐼𝑆 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유사도 계산시에는 설비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두
개의 문제 Pi와 Pj의 유사도는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𝑠𝑖𝑚(𝑃𝑖 , 𝑃𝑗 ) = 𝜆𝑅 × 𝑠𝑖𝑚(𝑃𝑖𝑅 , 𝑃𝑗𝑅 ) + 𝜆𝑊 × 𝑠𝑖𝑚(𝑃𝑖𝑊 , 𝑃𝑗𝑊 )
+ 𝜆𝐼𝑆 × 𝑠𝑖𝑚(𝑃𝑖𝐼𝑆 , 𝑃𝑗𝐼𝑆 )

sim은 두 벡터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이며, 𝜆𝑅 , 𝜆𝑊 , 그리고
𝜆𝐼𝑆 는 각각 제품 별 생산 요구량, 파트 종류 별 WIP의 수, 그리고
초기 셋업 상태의 유사도에 대한 가중치이다. sim은 4.3.1에서 소개
되었던 코사인에 기반한 벡터 유사도로 정의된다.

5.1.1.3. 스케줄 검색
스케줄의 많은 부분을 보정해야 한다면 스케줄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생
성된 스케줄을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문제의 상황은
5.1.1.1에서 소개된 문제 표현에서 사용된 요소들로 한정한다. 즉, 문
제 표현에서 사용된 요소들 이외의 셋업 교체에 걸리는 시간, 공정
별 수행 시간, 잡 별 공정 수행 순서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다.
스케줄 검색은 스케줄 여과 과정과 스케줄 랭킹 과정을 거친다.
검색 시간 단축을 위해 학습데이터에 있는 스케줄 중에 유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스케줄을 스케줄 여과 과정에서 걸러내고 유
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스케줄만을 대상으로 가장 유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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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되는 스케줄을 상위로 올리는 랭킹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케줄링 문제, 𝑃𝑖 에 대한 스케줄 여과 과정은 두 가지 관점에
서 진행된다. 첫째, 학습 데이터에 있는 스케줄에서의 𝑚𝐷𝐴 와 𝑚𝑊𝐵 의
수가 𝑃𝑖 에서의 수와 Rm% 이상 차이 나거나 각각의 수가 𝑃𝑖 에서의
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 스케줄을 여과한다. 이는 설비 수 차이에 의
해 발생하는 보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𝑃𝑖 에서
요구한 제품들을 모두 하나 이상 생산하는 스케줄로 한정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는 스케줄만을 대상으로
랭킹을 진행한다. 랭킹 과정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하나의
문제 𝑃𝑗 와 고려하고 있는 스케줄링 문제, 𝑃𝑖 의 유사도, 𝑠𝑖𝑚(𝑃𝑖 , 𝑃𝑗 )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사도를 기준으로 저장된 스케줄 중 상위 NR개의
스케줄을 선택하여 유사 스케줄 보정 과정으로 넘어간다.

5.1.1.4. 유사도 가중치 학습
스케줄 검색에서 사용되는 유사도의 가중치인 𝜆𝑅 , 𝜆𝑊 , 그리고
𝜆𝐼𝑆 는 지지기반벡터 회귀분석(support vector regression; SVR)을 이용
하여 최적화된다. SVR은 지지기반벡터(support vector machine)를 기
반으로 함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79]. 최적의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 h개로 이루어진 학습데이터를 활용한다. 각 인스턴스는 (xk,yk)
로 이루어지며, xk는 𝑠𝑖𝑚(𝑃𝑖𝑅 , 𝑃𝑗𝑅 ), 𝑠𝑖𝑚(𝑃𝑖𝑊 , 𝑃𝑗𝑊 ), 그리고 𝑠𝑖𝑚(𝑃𝑖𝐼𝑆 , 𝑃𝑗𝐼𝑆 )
로 구성되는 벡터이다. 또한, yk는 Pi에 대해 생성된 스케줄의 𝐹값이
그 스케줄을 Pj에 대해 사용될 수 있도록 5.1.2에서 소개될 유사 스
케줄 보정기를 통해 보정한 이후 감소되는 𝐹 값을 갖는다. 즉, 어떤
스케줄을 보정하였을 때, 유사도를 기반으로 𝐹값이 얼만큼 감소될지
를 추정하는 희귀함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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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은 문제간의 유사도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스케줄이 수정된
이후 F값이 감소되는 정도를 가장 잘 근사할 수 있는 회귀함수를
구한다. 사용된 회귀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𝑓(x𝑘 , Λ) = Λ ⋅ x𝑘 + 𝑏
여기서 Λ와 𝑏는 파라미터 벡터이며, Λ는 𝜆𝑅 , 𝜆𝑊 , 그리고 𝜆𝐼𝑆 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학습을 위한 손실 함수는 Vapnik의 𝜖-집중 손실
함수를 사용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9, 80].
𝑙(𝑦𝑘 , 𝑓(𝑥𝑘 , 𝛬)) = {

0
|𝑦𝑘 − 𝑓(𝑥𝑘 , 𝛬)| − 𝜖

𝑖𝑓 |𝑦𝑘 − 𝑓(𝑥𝑘 , 𝛬)| ≤ 𝜖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이 손실 함수는 잡음이 섞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경우 일정
이하의 오류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유용한 함수이다. 가중치 학
습은 LibSVM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형 커널을 사용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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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유사 스케줄 보정

스케줄 보정은 다른 문제에서 생성되었던 스케줄을 새로운 문제
에 맞게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스케줄의 보정은 유용성과 안정
성의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82-85]. 즉, 보정 이후의 스케줄의
성능이 높으면서 스케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선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케줄의 보정 작업은 스케줄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면
서 설비간 부하 균등화와 셋업 교체 최소화를 통해 스케줄의 성능
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Zweben은 스케줄 보정 과정에서 탐색 능력과 계산 시간의
균형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86]. [87]에서 제안된 MIN-CONFILICT 보
정 방법론은 하나의 작업이 보정이 되도록 지정되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계산하여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보정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좋은 스케줄을 획득할 수 있지만 계산 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정되는 스케줄은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해로
활용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소요하면서 최적의 해를 찾을 필요성
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스케줄 보정 작업은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비교적 단순한 휴리스틱을 이용해 진행한다.
스케줄 보정 작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장 먼저
학습데이터의 스케줄에서 생산하는 파트 종류의 수를 고려하고 있
는 문제에 맞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 공정 종류 별 수를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파트 종류의 수로 맞추는 생산량 보정 작업이
진행된다. 그 다음 보정하고 있는 스케줄에서 각 설비 별로 첫 번째
할당된 공정과 현재 문제의 설비 별 초기 셋업 상태와 비교하여 설
비 별로 공정을 할당한다. 이 과정에서 설비 수가 일치하지 않는 상
황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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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생산 요구량 보정
생산량 보정은 유사 스케줄 검색기를 통해 검색된 스케줄이 문
제에서 요구하는 생산량과 일치하도록 공정을 삭제하고 추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 종류 별
요구량과 검색된 스케줄에서 생산하는 공정 종류 별 요구량의 차이
를 계산한다.
새로운 공정을 보정하려는 대상 스케줄에 추가하거나, 대상 스
케줄에 존재하던 공정을 제거하는 작업은 스케줄의 성능에 어떤 변
화를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공정을
제거하는 휴리스틱을 [그림 22]에 있는 9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스
케줄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스케줄은 5개의 잡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O2,1, O4,1, 그리고 O5,1은 같은 공정 종류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2] 9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스케줄
위 그림을 통해, 먼저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자 한다. [그림 23]과 [그림 24]은 새로운 공정을 앞부분에서 추가한
경우와 뒷부분에서 추가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23]은 앞 부분에 새로운 공정인 O6,1를 M3의 앞부분에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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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트 차트를 보여준다. O6,1이 가장 앞부분에 추가됨으로써 O1,1의
수행 시간이 뒤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O1,1의 후행 공정인 O1,2와

O1,3의 수행 시간도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M1과 M2의 유휴 상태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림 23] 새로운 공정을 앞부분에 추가한 경우
새로운 공정을 뒷부분에 추가한 [그림 23]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O6,1이 뒷부분에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공정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설비가 가동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4] 새로운 공정을 뒷부분에 추가한 경우
따라서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대상 스케줄이 받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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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정을 가장 뒷부분에 추가하는 휴리
스틱을 제안한다.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함수인 addOperation을
[그림 25]과 같이 제안한다. 가장 먼저 입력 받은 공정 𝑂𝑖,𝑗 와 같은
종류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 중 가장 부하가 적은 설비 𝑀∗ 를
𝑔𝑒𝑡𝑀𝑖𝑛𝐿𝑜𝑎𝑑𝑀𝑎𝑐ℎ𝑖𝑛𝑒(𝐶, 𝑂𝑖,𝑗 ) 함수를 통해 검색한다. 그런 다음, 입
력으로 받은 염색체의 가장 뒷부분부터 공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건
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건은 확인하는 위치에서 수행하는 공
정의 종류가 추가하려는 공정의 종류와 같은지 여부와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가 검색된 설비 𝑀∗ 와 같은지 여부이다. 위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해당 위치에 새로운 공정을 삽입하게 된다. 이는 새로
운 공정이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셋업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
는 동시에 설비 간의 부하를 균등화 하기 위함이다. 위의 조건이 맞
는 위치가 없는 경우, 가장 뒷부분에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게 된다.

addOperation(𝐶, 𝑂𝑖,𝑗 )
𝑀∗ =getMinLoadMachine(𝐶, 𝑂𝑖,𝑗 )
ℎ = sizeOf(𝑆𝑜 )

while ℎ > 0
𝑂𝑘,𝑙 = 𝑆𝑜,ℎ
if 𝐽𝑇(𝐽𝑘 ) = 𝐽𝑇(𝐽𝑖 )이고 𝑙 = 𝑗이고 𝑆𝑚,ℎ = 𝑀∗
break
end if
ℎ = ℎ−1
end while
𝑀𝑘 = 𝑆𝑚,ℎ
𝑂𝑖,𝑗 와 𝑀𝑘 를 𝑆𝑜,ℎ 과 𝑆𝑚,ℎ 에 각각 삽입
return 𝐶
[그림 25] 공정 추가 알고리즘

then

[그림 26]와 [그림 27]은 각각 기존의 공정을 앞부분에서 제거
한 경우와 뒷부분에서 제거한 경우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공정 종류인 O2,1, O4,1, 그리고 O5,1의 공정들 중 한 가지의 공정을 제
69

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림 26]의 경우 M1에서 O2,1를 제거하고 [그
림 27]의 경우 M2에서 O5,1를 제거한다. M1에서 제거한 경우 O3,2의
선행 공정인 O3,1이 종료되지 않아 설비가 유휴 상태로 대기하게 된
다. 반면 [그림 27]의 경우 O5,1이 M2의 가장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
에, 다른 공정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설비가 유휴 상태가 증가하
지 않는다.

[그림 26] 공정을 앞부분에서 삭제한 경우의 간트차트

[그림 27] 공정을 뒷부분에서 삭제한 경우의 간트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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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Operation(𝐶, 𝑂𝑖,𝑗 )
𝑀∗ =getMaxLoadMachine(𝐶, 𝑂𝑖,𝑗 )
ℎ = sizeOf(𝑆𝑜 )
while ℎ > 0
𝑂𝑘,𝑙 = 𝑆𝑜,ℎ

if 𝐽𝑇(𝐽𝑘 ) = 𝐽𝑇(𝐽𝑖 )이고 𝑙 = 𝑗 이고 𝑆𝑚,ℎ = 𝑀∗
𝑆𝑜,ℎ 와 𝑆𝑚,ℎ 를 𝐶로부터 제거
break
end if
ℎ = ℎ−1
end while
return 𝐶
[그림 28] 공정 삭제 알고리즘

then

공정을 제거하는 작업도 스케줄의 뒷부분에서 제거하는 것이 스
케줄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가정 하에 공정을 제거하는 함수인

removeOperation을

[그림

28]과

같이

제안한다.

가장

먼저

𝑔𝑒𝑡𝑀𝑎𝑥𝐿𝑜𝑎𝑑𝑀𝑎𝑐ℎ𝑖𝑛𝑒(𝐶, 𝑂𝑖,𝑗 ) 함수를 통해 𝑂𝑖,𝑗 와 같은 종류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 중 부하가 가장 많은 설비 𝑀∗ 를 검색한다. 그 이후

addOperation 함수와 마찬가지로 입력된 염색체의 가장 뒷부분부터
조건을 검사한다. 조건은 입력된 공정 종류와 같은 종류의 공정인지
여부와 그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가 𝑀∗ 인지 여부이다. 조건이 충족
되면 해당 위치에서 공정과 설비를 염색체로부터 제거하고 반복문
에서 빠져 나온다.

5.1.2.2. 초기 셋업 상태 및 설비 수 보정
5.1.2.1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케줄의 초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스케줄에 많은 변화를 준다. 따라서 학습데이터의 해를 통해서 고려
하고 있는 문제에 맞게 보정하는 과정에서 초기 셋업 상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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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 셋업을 보정하는 과정은 대상 스케줄에서
설비 별로 할당된 첫 번째 공정 종류와 새로운 문제의 설비들의 초
기 셋업 상태를 비교하여 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한
많은 수의 설비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초기 셋업을 맞춘 이후에
설비 수를 보정을 한다.
초기 셋업을 보정하는 과정은 [그림 29]에 표시되어있는 설비 3
대로 이루어진 스케줄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문제에서 M1
은 셋업 교체 없이 O1,1, O4,1, 그리고 O3,3을 수행할 수 있고, M2와 M3
는 O3,1, O1,2, 그리고 O5,1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장 먼저, 대상 스케줄에서 각 설비 별로 할당된 첫 번째 공정
을 확인한다. 확인된 공정을 셋업 교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 대상 스케줄의 설비에 할당되었던 모든 공정을 새로운
문제의 해당 설비에 할당한다. [그림 22]에서 M2에 할당된 첫 번째
공정 O3,1은 새로운 문제의 M2에서 셋업 교체 없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29]에서와 같이 M2에 공정을 할당하고 M1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당한다. [그림 22]에서 M1에 할당된 첫 번째 공정을 셋업
교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남은 설비인 M3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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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초기 셋업을 고려한 공정 할당 예제
설비 수 보정은 새로운 문제에 존재하는 설비 수가 학습데이터
의 대상 스케줄에서 존재하는 설비의 수보다 적을 때는 짝을 맞추
지 못한 설비에 할당되었던 공정들을 다른 설비에 할당해야 한다.
초기 셋업 상태와 첫 번째 공정 종류의 짝을 맞추는 과정이 끝나면
대상 스케줄에 남은 설비가 새로운 문제에 남은 설비보다 많게 된
𝑝

다. 이때, 대상 스케줄에 남은 설비 중 𝑡𝑘 (0, ∞)의 값이 가장 큰 설
비에 할당된 공정부터 새로운 문제의 설비에 할당하게 된다. 새로운
문제의 모든 설비에 공정이 할당된 이후에도 남은 대상 스케줄의
공정들은 addOperation 함수를 통해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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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초기해 성능 실험
5.2.1. 학습 및 실험 데이터셋
검색 및 보정을 통한 초기해 생성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표 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크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각
데이터셋 별로 다른 수의 평균 설비 수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해야
하는 제품의 수가 상이하다. 각 데이터셋 별로 생산해야 하는 제품
의 수는 48시간 이상이 걸리며, 목표는 48시간 동안의 스케줄을 생
산하는 것이다.
데이터셋 크기 별로 500개의 문제를 생성하여, 각 문제에 해당
되는 스케줄을 SCO를 통해 생산하였다. 이 때, G와 PS는 각각 100으
로 설정되었으며 𝐹𝑢 의 가중치인 w의 값은 1로 설정하였다.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는 각각 1과 20으로 설정하였고, 추가 제약인 C2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K와 R은 [표 5]를 통해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을 위해 각
학습 데이터셋과 같은 크기로 10개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생성하였
다.
[표 8] 검색 및 보정을 위한 학습 데이터셋
데이터셋 번호

평균 𝒎

𝑁𝐽𝑇

평균 ∑𝒏𝒊=𝟎 𝒐𝒊

스케줄 개수

1

55

3

660

500

2

113

5

1350

500

5.2.2. 실험 설정
제안된 SRR의 성능은 4.1.2에서 소개된 [30]의 초기 해집단 생
성 방법(DCM)과 [78]의 초기에 생성 방법(KM)과 비교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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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RR을 통해 생성된 해의 성능과 DCM과 KM을 통해 생성된 해
의 성능을 비교하고, 각 방법을 통해 생성된 해를 SCO에서 초기해로
사용하여 반복 횟수에 따른 해의 성능이 비교되었다.
학습데이터를 위한 스케줄 생성시와 마찬가지로 𝐹𝑢 의 가중치인

w의 값은 1로 설정하였다.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는 각각 1과 20으로 설정하
였고, 추가 제약인 C2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K와 R은 [표 5]를 통해
설정하였다.
가장 먼저, SVR을 통한 가중치 학습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가중치
를 학습하여 스케줄을 검색한 경우와 모든 가중치 값을 1로 놓고
검색한 경우의 초기해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이 좋은 초기 해에
따른 최종 해의 성능 비교를 위해 10, 30, 50, 100으로 다양화한 PS에
서 비교하였다. 학습데이터의 스케줄의 여과기준인 Rm은 10으로 설
정하였다.

5.2.3. 초기해 성능 비교 결과
가장 먼저 SVR을 통한 가중치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VR을 통해 가중치를 학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성능을 비
교하였다. 1번 데이터셋에서는 가중치 학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번 데이터셋의 경우 가중치
학습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초기해의 성능은 각각 0.774과
0.766로 성능의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모든 실험에서는 학습된 가
중치를 사용하여 스케줄을 검색하였다.
[표 9]은 SRR과 비교군으로 사용된 초기해 생성 기법을 초기 해
집단을 생성하는데 사용되었을 때에 SCO의 최종 성능을 나타낸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RR을 통해 초기해를 생성하였을 때
75

SCO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성능의 차이는 문제의 크기가 크
고, PS가 작은 경우 더욱 컸다. 문제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적은 수의
탐색으로도 좋은 해를 얻을 확률이 높은데 반대의 경우 적은 수의
탐색으로는 좋은 해를 얻을 확률이 낮다. 따라서 탐색 횟수가 적을
수록 초기해의 중요성이 더욱 크고, 이러한 환경에서 SRR의 초기해
를 사용한 SCO와 비교군의 초기해를 사용한 SCO의 성능의 차이는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SRR과 비교군의 성능 결과 요약
SRR

데이터셋
번호

1

2

PS
10
30
50
100
10
30
50
100

평균
0.877
0.881
0.883
0.888
0.793
0.807
0.812
0.816

표준
편차
0.012
0.011
0.011
0.011
0.027
0.027
0.025
0.024

KM
평균
0.853
0.864
0.865
0.869
0.772
0.790
0.797
0.806

DCM
표준
편차

0.017
0.014
0.016
0.016
0.027
0.030
0.025
0.024

평균
0.843
0.862
0.864
0.875
0.727
0.755
0.771
0.786

표준
편차
0.024
0.015
0.013
0.015
0.035
0.043
0.039
0.028

[표 10]는 SRR을 통한 초기해와 비교군을 통한 초기해 성능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30]와 [그림 31]은 각각 1번 데이터셋
과 2번 데이터셋에서 초기해 생성법에 따른 성능 그래프를 나타낸
다. SRR은 가장 좋은 성능의 초기해를 생성하였으며, 수렴속도도 비
교군에 비해 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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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RR과 비교군의 초기해 성능 비교
SRR

데이터셋

DCM

KM

표준편

표준편

표준편

번호

평균

1

0.870

0.017

0.831

0.023

0.775

0.057

2

0.772

0.037

0.723

0.037

0.573

0.053

차

평균

차

평균

차

[그림 30] 1번 데이터셋에서 PS와 초기해 생성기법에 따른 성능
그래프
학습데이터로 사용된 스케줄의 수에 따른 초기해의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해 [표 11]과 같이 스케줄의 수를 50부터 500까지 50 단위
로 다양화 하여 초기해의 성능을 관측하였다. 학습데이터로 사용된
스케줄의 개수가 매우 적은 50일 때는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었지
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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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번 데이터셋에서 PS와 초기해 생성기법에 따른 성능
그래프
[표 11] 학습데이터로 사용된 스케줄의 개수에 따른 초기해의 성능
비교
스케줄의

1번 데이터셋

2번 데이터셋

개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0

0.869

0.016

0.762

0.033

100

0.867

0.020

0.762

0.032

150

0.865

0.020

0.771

0.038

200

0.869

0.019

0.772

0.037

250

0.867

0.018

0.771

0.038

300

0.868

0.018

0.774

0.033

350

0.869

0.019

0.773

0.037

400

0.869

0.019

0.773

0.037

450

0.868

0.018

0.770

0.038

500

0.870

0.017

0.77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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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렬 유전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마지막으로 병렬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그 특
성상 병렬화가 용이하고 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연구에서 병렬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40-52].
본 연구에서는 광역 병렬화의 장점과 섬 모형 병렬화의 장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혼합 병렬 유전 알고리즘(hybrid parallel genetic
algorithm; HPGA)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병렬화를 통해 해의
평가 속도를 높이고, 섬 모형 병렬화를 통해 해 집단의 다양성을 유
지하여 높은 성능의 최종 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해
집단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군집화에 기반한 이민 방식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모형을 수행하는 PGA 프레임워크를 소
개한다. PGA 프레임워크의 입력과 출력을 정의하고 각 단계 별로 수
행되는 작업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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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혼합 병렬 유전 알고리즘
메모리 공유 프로세서의 광역 병렬화 방식은 네트워크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단일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의 한계로 확
장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산 메모리 컴퓨터의 광역
병렬화 방식은 확장의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네트워크 비
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섬 모형 병렬화 방식은 이주 비율, 이주 빈도, 그리고 구
조에 따라 매우 다른 성능을 보인다. 이주 비율과 이주 빈도가 높고
모든 하위 해집단에서 모든 하위 해집단으로 이주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단일 유전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과 수렴 속도를 보이게 되
고, 반대인 경우에는 빠른 수렴이 가능하지만 해의 최종 성능이 낮
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최
적의 이주 비율, 이주 빈도, 그리고 구조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존재
한다.
다음 절에서 앞서 언급한 해 평가 속도가 빠른 광역 병렬화와
다양한 해로 이루어진 집단을 갖는 섬 모형 병렬화의 장점을 가진
혼합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또한, 다양한 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집화에 기반한 이민 방식을 제안한다.

6.1.1. 혼합 병렬화
본 절에서 소개할 혼합 병렬화 알고리즘의 구조는 [그림 32]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88]. 광역 병렬화 방식 중에서 속도가 빠른 메
모리 공유 프로세서 방식을 택하여 빠른 속도로 수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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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 이 접근법에서 가지는 확장의 한계를 섬 모형 병렬화 방
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 비율과 이주 빈도가 낮고 하
위 해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 섬 모형 병렬화 방식이 가지는 조기
수렴 문제를 하위 해집단의 크기를 증가시켜 해결하려고 한다.

[그림 32] 혼합 병렬 유전 알고리즘 구조
여러 개의 GA 모듈이 광역 병렬화 방식으로 각각의 하위 해집
단을 진화시킨다. 그리고 마스터로부터 문제를 할당 받아 초기해를
생성하여 진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각
해는 각 GA 모듈에 할당되어 있는 평가 모듈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은 메모리 공유 방식으로 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로 인한 계산 시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GA 모듈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각자의 해
집단에서 선택하지만 이민이 발생하는 경우 마스터를 통해 다음 세
대의 해집단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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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는 가장 먼저 문제 P를 GA 모듈에게 할당하는 역할을 한
다. 그 이후 이민이 발생하는 경우 GA 모듈들로부터 하위 해집단을
전송 받아서 이민 규칙에 따라 각각의 해집단으로부터 다른 해집단
으로 해를 이동시키고 GA 모듈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민
규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6.1.2. 이민 규칙
HPGA에서 이민 작업은 기본적으로 각 하위 해집단 내의 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각 하위 해집
단 별로 무작위로 해를 이동시키거나 가장 좋은 성능의 해를 이동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집단의 해가 다양할 수 있도록 군집화를 진
행한다. 군집화 과정의 정확한 설명을 위해 몇 가지 표기법을 먼저
정의한다. i번째 해집단을 𝑃𝑜𝑖 로 표현하고 𝑃𝑜𝑖 의 j번째 염색체를 𝐶𝑖,𝑗
로 표현한다.
해의 군집화 과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k-means

군집화의

수식을

사용한다.

k-means

군집화는

MacQuee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89], 현재까지 많은 분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90-93]. 벡터로 이루어진 n개의 관측값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관측값들을 군집화 한다.
𝑘

arg min ∑ ∑ ‖𝑋𝑗 − 𝜇𝑖 ‖
𝑆

2

𝑖=1 𝑋𝑗 ∈𝑆𝑖

여기서 Xj는 j번째 관측값이며 𝜇𝑖 는 j번째 군집의 평균값이다. 그
리고 Si는 i번째 군집이며 군집의 수는 k개이다. k-means 군집화는
각 군집내의 평균값과 소속 관측값들의 거리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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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이민 방식에서는 위의 수식을 수정하여 해집단 내 해
의 평균값과 해들의 거리의 합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𝑁𝑝

arg max ∑ ∑ 𝑑𝑖𝑠𝑡𝑎𝑛𝑐𝑒(𝐶𝑖,𝑗 , 𝑃𝑜𝑖 )
𝑃𝑜

𝑖=1 𝐶𝑖,𝑗 ∈𝑃𝑜𝑖

여기서 𝑑𝑖𝑠𝑡𝑎𝑛𝑐𝑒(𝐶𝑖,𝑗 , 𝑃𝑜𝑖 )는 𝐶𝑖,𝑗 와 𝑃𝑜𝑖 의 중심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이다.

distance 함수에서 각 염색체는 공정 종류 별 우선 순위를 나타
낸 반순서집합(partially ordered set)으로 표현된다. 각 설비 별로 특
정 공정 종류가 다른 공정 종류에 비해 우선한 수를 계산하여 염색
체 내의 공정 종류 별 우선 순위를 표현한다.

[그림 33] 염색체를 반순서집합으로 나타내는 순서
하나의 염색체를 반순서집합으로 나타내는 예제는 [그림 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공정으로 표현된 So를 공정 종류로
변환한다. 그런 다음 설비 별 공정 종류 순서대로 표현하여 설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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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정 종류 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설비 M1에서는 A가 C를 우선하고, C가 B를, B가 C를 우선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공정 종류 별 우선순위를 모두 구하여 마지막 단계에
서 각 우선 순위 항목 별로 개수를 계산한다.
공정 종류 별 우선 순위의 반순서집합을 구한 이후, 이를 벡터
로 변환하여 𝐶𝑖,𝑗 의 벡터와 𝑃𝑜𝑖 내의 염색체의 벡터의 평균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벡터간의 거리를 유클리디안 길이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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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A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에서 소개된
HPGA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민 방식을 제공하고 주어진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스케줄을 생성하는 PGA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한다.

6.2.1. 입력 및 출력
PGA 프레임워크의 입력과 출력은 [그림 3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입력으로 문제와 기준 정보, 그리고 PGA 옵션을 받는다. 문제
에는 잡 종류 별로 생산해야 되는 요구량과 설비의 셋업 상태, 그리
고 설비의 수가 정의된다. 또한, 각 공정 종류 별 WIP 수량이 정의
된다. 기준 정보에는 각 공정 별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셋
업에 필요한 시간이 정의되고, 각 잡 별로 필요로 하는 공정의 순서
정보를 갖는다.
PGA 옵션은 PGA를 통해 해를 찾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파라미터들을 정의한다. 가장 먼저 마스터에서 사용할 GA 모듈의 수
를 결정한다. 또한, 각 GA 모듈 별로 사용할 평가 모듈의 수를 결정
한다. 평가 모듈의 수는 각 GA 모듈을 수행하는 장치의 성능을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섬 모형 병렬화를 위해 이민 구조를 설
정하고 이민 발생 방식과 이민 방법을 정한다. 해집단의 진화 과정
과 관련된 파라미터들로는 PS, G, 그리고 각 유전 연산자의 적용확률
이 있다. 각 GA 모듈 별로 다른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각 해집단 별
로 다양한 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여 전체 해집단의 다양성이 높아
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해집단 별로 다양한 해를 가질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각 GA 모듈 별로 초기 해집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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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PGA 프레임워크에서 GA 모듈 별로 다른
방법을 통해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도록 설정하여 다양한 해가 생성
되도록 유도한다.

[그림 34] 병렬 유전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
결과를 통해 PGA의 최종해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능을 살펴볼
수 있다. 설비 별 가동률과 셋업 뿐만 아니라 전체 스케줄의 Fu와 Fs,
그리고 셋업 교체 횟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평균 WIP 정보를
제공하여 재공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제품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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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PGA 프레임워크 수행 단계

[그림 35] PGA 프레임워크 수행 단계
PGA 프레임워크의 수행 단계는 [그림 35]과 같이 여섯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세 단계는 마스터, GA 모듈, 그리고 평가 장
치 모듈을 초기화하는 단계이다. 주어진 문제와 기준 정보, 그리고
PGA 옵션에 따라 각 모듈을 초기화한다. 다음 해 진화 단계에서는
해를 재생산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주
기적으로 이민 발생 단계를 거쳐 해집단의 다양화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출력한다.
마스터는 𝑁𝑔 개의 GA 모듈들에게 문제 P를 할당하고 이외의 GA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 초기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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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와 기준 정보 그리고 PGA 옵션을 입력 받은 이후 GA 모
듈과 통신할 수 있도록 채널을 생성한다. PGA 옵션에서 설정된 GA
모듈의 개수인 𝑁𝑔 개의 GA 모듈을 만들고 GA 모듈 초기화 단계로
넘어간다.
GA 모듈 초기화 단계는 정적 기준 정보를 설정하고, 초기 해집
단을 생성하고, GA의 특정 파라미터인 PS, G, 그리고 각 유전 연산자
의 적용 확률을 설정한다. 초기 해집단은 유전 알고리즘의 최종 성
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초기 해집단은 다
양한 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PGA에서는 다
양한 초기해 집단을 확보하기 위해 GA 모듈 별로 다른 초기해 생성
법을 사용한다. 이는 마스터에 의해 지정되며 총 세 가지 초기해 생
성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Defersha와 Chen에 의해 [27]에서 제안된 초기 해집단
생성법을 순서 종속적인 셋업을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된 알고리즘
이다. [30]. 그들은 할당 절차를 셋업 교체 시간의 평균들의 합과 작
업 시간의 합과 설비 가용 시점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두 번째 방
법은 CDR-Bootstrap과 “Approach by Localization” 기법을 셋업 교
체 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 알고리즘이다 [29]. 마지막으로,
5장에서 제안된 SRR을 이용하여 초기 해집단을 생성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어떤 유전 연산자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수렴 속도를 보인다. 4.4.3에서 살펴보았듯이 염색체 별로 적합한 유
전 연산자를 추천하는 것은 무작위로 유전 연산자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수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양
한 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GA 모듈 별로 각 유전 연산자의 적용
확률을 달리 한다. 각 유전 연산자의 적용 확률은 마스터에 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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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사용하는 유전 연산자는 SCO의 유전 연산자와 4.4에서 비교
군으로 사용된 DCM과 BTSL의 유전 연산자를 포함한다.
각각의 GA 모듈은 광역 병렬화된 유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평
가과정은 𝑁𝑒 개의 평가 모듈을 통해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단
계에서 각 평가 모듈을 초기화한다. 𝑁𝑒 의 값은 마스터에 의해 할당
되며, 메모리 공유 방식의 병렬화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𝑁𝑒 에 비례하여 성능 평가 속도가 증가할 수 있
다.
모든 모듈이 초기화되었으면 해집단 진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해집단은 4.1.5의 [그림 11]에서 표현되어있는 SCO의 스케줄링 알고
리즘에 따라 진화되며, 평가 과정이 여러 개의 평가 모듈에 의해 평
가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해집단 진화 단계에서 이민 발생 조건이 만족될 때마다 해집단
간의 이동이 발생한다. 이동 방식은 마스터에 의해 결정되며 각 해
집단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염색체를 복사하여 다른 모든 해집단으
로 이동시키는 방법 [94-96]과 6.1.2에서 소개된 이민 방법을 사용한
다. 또한, 이민 발생 조건은 고정된 이민 주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
법과 [97]와 [98]에서 소개된 하위 해집단이 수렴하는 경우에 이민
이 발생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마스터에 의해 선택된다.
반복적인 해집단 진화 단계와 이민 단계를 거친 후 종료 기준에
도달하면 결과 출력 단계에서 설비 별 가동률, 셋업 교체에 소요된
시간의 비율과 스케줄의 𝐹𝑢 , 𝐹𝑠 , 평균 WIP의 수량, 그리고 스케줄을
출력하고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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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험 및 결과
6.3.1. 실험 환경 설정
제안된 PGA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설정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표 12]과 같은 데이터셋을 준비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특
정 계산 시간 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의 스케줄을 얻는 PGA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종료조건인 특정 세대 수, G 대신
계산시간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종료시켰다. 종료시간은 실험을 수
행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이전 실험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수렴에 걸
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60초로 설정하였다.
𝐹𝑢 의 가중치인 w의 값은 1로 설정하였다. 𝑞𝑚𝑖𝑛 과 𝑞𝑚𝑎𝑥 는 각각
1과 20으로 설정하였고, 추가 제약인 C2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K와

R은 [표 5]를 통해 설정하였다.
[표 12] PGA 프레임워크 성능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
평균 𝒎

𝑵𝑱𝑻

평균 ∑𝒏𝒊=𝟎 𝒐𝒊

113

5

1350

가장 먼저, 𝑁𝑔 가 1일 때의 경우에 대해서 𝑁𝑒 , PS, 그리고 초기해
생성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𝑁𝑒 는 1부터 8까지 다양화 하고,

PS는 50, 100, 200, 그리고 300으로 다양화하였다. 마지막으로 5.2절
에서 비교한 DCM의 초기해 생성법과 SRR을 통한 초기 해집단에 따
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𝑁𝑔 가 2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평가장치와 GA 모듈의
수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였다. 스케줄링에 가용한 쓰레드의 수를 16
이라 가정하여 각 GA 모듈의 평가 장치의 합이 16이 되도록 𝑁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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𝑁𝑒 의 값을 다양화 하였다. 이민 발생 조건은 고정된 이민 주기에 의
해 이루어지는 방법과 [97]와 [98]에서 소개된 하위 해집단이 수렴
하는 경우에 이민이 발생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이민 방식은
[94]에서 소개된 각 하위 해집단 별로 최고 성능의 해를 다른 해집
단으로 이동시키는 방법(best chromosome migration; BCM)과 6.1.2에
서 소개된 군집화를 통한 이민 방법을 비교하였다.

6.3.2. 실험 결과
𝑁𝑔 가 1일 때 𝑁𝑒 , PS, 그리고 초기해 생성법에 따른 최종 해의 성
능은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초기해를 SRR
을 통해 생성하는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𝑁𝑒 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최종성능의 해는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𝑁𝑒 가 큰 경우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해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해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능의 최종 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𝑁𝑒 가 같은 경우 PS가 200이나 300일 때보다 50이나 100일 때
대체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가장 좋은 성능의 해를 보인 설
정은 [표 13]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𝑁𝑒 가 8이고 PS가 100
인 경우였다. t-검정을 이용한 유의성 검정에서 해당 설정과 다른 설
정에서의 성능 차이가 신뢰 수준 0.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별표를 통해 표시하였다. PS가 작은 경우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세대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실험 결과에서 주로 PS가 작은 경
우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계산시간이 1분 이내로 제한
된 경우에는 해집단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생성되는 세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성능에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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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3] 𝑵𝒆 , PS, 그리고 초기해 생성법에 따른 최종 성능
𝑵𝒆

1

2

3

4

5

6

7

8

초기해 생성법
DCM
SRR
0.769*
0.807*
0.786*
0.805*
0.768*
0.807*
0.766*
0.801*
0.770*
0.814*
0.785*
0.814
0.787*
0.807*
0.782*
0.807*
0.780*
0.814
0.785*
0.816
0.789*
0.810*
0.790*
0.806*
0.776*
0.815
0.786*
0.817
0.785*
0.815
0.790*
0.807*
0.782*
0.817
0.802*
0.813*
0.799*
0.815
0.791*
0.811*
0.785*
0.814*
0.798*
0.817
0.790*
0.811*
0.789*
0.806*
0.790*
0.816
0.796*
0.816*
0.803*
0.814*
0.793*
0.809*
0.785*
0.817
0.793*
0.818
0.795*
0.816
0.797*
0.809*

PS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50
100
200
300

[그림 36]은 𝑁𝑒 와 PS에 따른 계산시간대별 성능 그래프를 나타
낸다. 그래프의 y축은 𝐹 값을, x축은 초 단위의 계산시간을 나타내며
92

왼쪽의 그래프는 𝑁𝑒 가 1일 때, 오른쪽의 그래프는 𝑁𝑒 가 8일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경우에서 해집
단이 수렴하지 못 하였다. 4.4.3에서 확인하였듯이 동일한 세대 수를
생성하였을 때 PS가 클수록 더 높은 성능의 해를 얻을 수 있지만,
계산시간을 기준으로는 PS가 작을 때 더 높은 성능의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𝑵𝒆 와 PS에 따른 시간대별 성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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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이민 발생 조건과 이민 방식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이민 발생 조건
PS

50

100

𝑵𝒈

𝑵𝒆

주기 별 발생

해집단 수렴시 발생
10

평균
20

군집화

BCM

군집화

BCM

군집화

BCM

2

8

0.828

0.822*

0.823*

0.822*

0.827

0.825*

0.824

4

4

0.827

0.827

0.829

0.826

0.825*

0.824*

0.826

8

2

0.830

0.828

0.830

0.826*

0.824*

0.824*

0.827

16

1

0.812*

0.825

0.815*

0.817*

0.818*

0.821*

0.818

2

8

0.824*

0.817*

0.823*

0.827

0.819*

0.823*

0.822

4

4

0.824*

0.819*

0.817*

0.821*

0.827

0.817*

0.821

8

2

0.822*

0.821*

0.820*

0.820*

0.816*

0.818*

0.820

16

1

0.814*

0.819*

0.813*

0.815*

0.808*

0.814*

0.814

0.823

0.822

0.821

0.822

0.820

0.821

0.822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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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𝑁𝑔 가 2 이상인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해집단이 수렴하는
경우 군집화를 통한 이민을 발생시키고, 𝑁𝑔 와 𝑁𝑒 를 각각 8과 2로
설정한 경우이며 [표 14]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하였다. t-검정을 통한
유의성 검정에서 신뢰수준 0.95에서 해당 설정과 다른 설정에서의
성능 차이가 유의한 경우 마찬가지로 별표로 표시하였다. 해당결과
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집단의 수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민이 발생하는 방식에서는 군집화를 통한 이민 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좋은 성능
의 해를 다른 해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해집단 내 해의 다양
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민이 고정적인 주기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BCM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민 발생 조건에 따른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해집단이 수
렴하는 경우 이민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해집단이 수렴하여 더 이상 해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해집단
을 다양화 하여 해집단 내의 해의 개선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해집단을 통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서도

PS가 작은 경우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능의 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각 PS 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𝑁𝑔 와 𝑁𝑒 를 살펴보면, PS가
50인 경우에는 𝑁𝑔 가 8이고 𝑁𝑒 가 2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
만, PS가 100인 경우에는 𝑁𝑔 가 2이고 𝑁𝑒 가 8일 때 가장 좋은 성능
을 보였다. 이는 PS가 100일 때는 평가를 필요로 하는 해의 수가 많
아 평가장치의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성능의 해를 얻지만, PS가 50
일 때는 평가를 필요로 하는 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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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평가장치를 활용하면서 더 많은 수의 해집단을 유지하는
것이 해의 다양성 측면에서 해의 개선 속도를 돕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𝑁𝑔 에 따른 시간대 별 성능 변화 그래프는 [그림 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래프의 y축은 𝐹값을, x축은 계산 시간을 나타낸다. 왼
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는 각각 PS가 50일 때와 100일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PS가 50일 때와 100일 때 모두 𝑁𝑔 가 16으로 설정되었을
때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의 다양성은 높
으나 작은 𝑁𝑒 로 인해 해의 평가 시간이 증가하고 되고 결과적으로
탐색 속도가 저하되어 발생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7] 𝑵𝒈 설정에 따른 시간대 별 성능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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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7.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핵심 공정의 스케줄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 하에
다중 목표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 모듈과 시뮬
레이터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이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천, 검색, 그리고 병렬화를 통한 유전 알고리즘
가속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최적화 모듈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문제를 FJSP와 순서
종속적인 셋업 시간으로 모형화하고 유전 알고리즘을 차용하였다.
다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유전 연산
자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반영한 스
케줄을 만들고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극사실적 시뮬레이터
가 소개되었다.
최적화 모듈의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기법을 제안하
였다. 첫째, 염색체 간의 유사도와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집단의
탐색 방향을 추천하는 모듈을 제안하였다. 둘째, 스케줄링 알고리즘
에서 사용되는 초기 해집단 생성을 위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생성된
스케줄을 검색하고 보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병렬화
가 용이한 유전 알고리즘의 특징을 활용하여, 해의 다양성과 해의
평가속도를 줄여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은 성능의 해를 구할 수 있
는 병렬 유전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구성의 실험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짧은 시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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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좋은 스케줄을 찾는 것에 성공하였다. 최적화
모듈은 비교군에 비해 유전 알고리즘의 더 적은 반복횟수로 더 높
은 가동률을 갖는 스케줄을 획득하였으며, 셋업 교체 횟수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목적과 제약 하에서 비교군에
비해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또한,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유전 연산자 추천 기법을 통하여
해의 개선 속도를 성공적으로 상승시켰다. 학습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지역 최적점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적
으로 상당한 속도 향상이 있었다. 또한, 스케줄 검색 및 보정을 통한
초기 해집단 생성을 통하여 기존의 초기해 생성 알고리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능의 초기 해집단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는 최종해
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병렬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해의 개선 속도를 향상시켰다. 병렬 유전 알고리즘의 다양한 설정에
서 해의 성능과 계산 시간을 비교하였으며, 제안된 군집화를 통한
이민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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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에서 병목현상이 주로 발생하
는 DA와 WB 공정에 대한 스케줄링 문제에 집중하였다. 제품의 다
양성이 증가할수록 DA와 WB의 선행 공정인 웨이퍼 연마와 웨이퍼
절단 공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향후 연구로 DA와 WB 공정뿐만
아니라 선행 공정인 웨이퍼 연마, 웨이퍼 절단 공정을 포함한 스케
줄링 문제를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셋업 교체 횟수를 줄이는
두 가지 목표에서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작업자
수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 동시 셋업 수 제약에 따라 다른 가동률과
셋업 교체 횟수를 보였으며 생산 요구량과 설비 수에 따라 작업자
수가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5, 18]에서 활용된 셋업 비용 인자를 수정하여 작업자 비용을 정의
하고 작업자 수와 생산량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요구되는 제품 종류의 수, 설비 수, 라인의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요구량, 그리고 생산 요구량의 변화 패턴을 포함한 라인의 상
황과 작업자 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
의 작업자 수를 분석하거나 생산 요구량을 수정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전 연산자 추천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최적점에 빠져 조기 수렴하는 현상이 문제
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 연산자 추천기를 사용할 확
률을 해집단의 상태에 따라 수정하여 빠른 수렴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최적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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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5] 의사 결정 변수
표기

설명

𝑝
𝑡𝑘 (0, 𝑡)
𝑡𝑘𝑠 (0, 𝑡)

𝑀𝑘 가 시간 0에서 𝑡까지 공정을 수행한 시간

𝜈𝑘 (0, 𝑡)

𝑀𝑘 가 시간 0에서 𝑡까지 셋업 교체를 수행한 횟수

𝑀𝑘 가 시간 0에서 𝑡까지 셋업 교체를 수행한 시간

𝐹

해의 적합도

𝐹𝑢

시간 0에서부터 시간 𝑇 사이의 모든 설비의 가동률

𝐹𝑠
𝐹𝑐
𝐹𝑏
𝐹𝑖
𝑐𝑘,𝑟
𝑥𝑘,𝑟,𝑖,𝑗

시간 0에서부터 시간 𝑇 사이에서 전체 설비의 셋업
교체에 소요된 시간 비율 평균
시간 0에서부터 시간 𝑇 사이에서 발생된 셋업 교체
횟수
설비간 부하 균등화 정도
시간 0에서부터 시간 𝑇 사이에서 전체 설비들의 평
균 유휴 상태 시간 비율
𝑀𝑘 의 𝑟번째 공정의 종료 시간
𝑀𝑘 의 𝑟번째 공정이 𝑂𝑖,𝑗 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이
진 변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0.
𝑀𝑘 가 시간 𝑡 에서 𝑟 번째 공정을 위해 셋업을 교체

𝑠
𝑦𝑘,𝑟,𝑡

하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이진 변수이며 그렇
지 않으면 0.

𝑝

𝑦𝑘,𝑟,𝑡

𝑀𝑘 가 시간 𝑡에서 𝑟번째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이진 변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0.

𝐶

염색체

𝑆𝑜

염색체의 공정의 순서를 나타내는 염색체의 요소

𝑆𝑚

각 공정의 설비 할당을 나타내는 염색체의 요소

𝑆𝑜,𝑖

𝑆𝑜 의 i번째 공정

𝑆𝑚,𝑖

𝑆𝑚 의 i번째 설비

𝑆𝐶

셋업 교체 중인 설비의 수

𝐸𝐿

이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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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문제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와 문제 설명을 위한 표기법
표기

설명

𝑚

설비 수

𝑀𝑘

k번째 설비

𝑛

잡의 수

𝐽𝑖

i번째 잡

𝑜𝑖

i번째 잡의 길이

𝑂𝑖,𝑗

i번째 잡의 j번째 공정

𝑁𝐽𝑇

잡 종류의 수

𝐽𝑇(𝐽𝑖 )

i번째 잡의 종류

𝐴(𝑂𝑖,𝑗 )

𝑂𝑖,𝑗 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의 집합

𝑝𝑖,𝑗
𝑐𝑘,𝑙,𝑖,𝑗
𝐼𝑆(𝑀𝑘 )

𝑂𝑖,𝑗 의 작업 시간
𝑂𝑘,𝑙 수행을 마친 설비가 𝑂𝑖,𝑗 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
되는 셋업 교체 시간
𝑀𝑘 가 셋업 없이 수행 할 수 있는 공정의 집합

𝑚𝐷𝐴

DA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의 수

𝑚𝑊𝐵

WB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의 수

𝑁𝑂𝑇

공정 종류의 수

𝑃𝑅

각 잡 종류 별 생산 요구량으로 이루어진 벡터

𝑃𝐼𝑆
𝑃

𝑊

각 공정 종류 별로 셋업 교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의 수
각 파트 별 WIP의 수

𝑤

적합도 함수에서 𝐹𝑢 에 대한 가중치

𝑡

시뮬레이션 시간

𝑜𝑚𝑎𝑥

한 설비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공정 수

𝑠𝑚𝑎𝑥

동시에 가능한 최대 셋업 교체 수

𝐻

매우 큰 수

PAR1

교차 연산을 통한 생산을 위한 첫 번째 부모

PAR2

교차 연산을 통한 생산을 위한 두 번째 부모

CLD

유전 연산자를 통해 생산된 자손

𝑆𝑜𝑃1

PAR1의 𝑆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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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설명

𝑆𝑜𝑃2

PAR2의 𝑆𝑜

𝑆𝑜𝐶

CLD의 𝑆𝑜

𝑃1
𝑆𝑚

PAR1의 𝑆𝑚

𝑃2
𝑆𝑚

PAR2의 𝑆𝑚

𝐶
𝑆𝑚

CLD의 𝑆𝑚

𝑅

다음 세대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염색체의 비율

𝑞

하나의 자손 생산을 위한 변이 연산자 적용 횟수

𝑞𝑚𝑎𝑥

𝑞의 최댓값

𝑞𝑚𝑖𝑛

𝑞의 최솟값

𝐺

최대 세대 수, 유전 알고리즘의 종료 기준

𝑃𝑆

해집단의 최대 크기

Π𝑔

𝑔번째 세대 집합

π𝑔

Π𝑔 를 부모로 사용하여 생성된 자손의 집합

⋕ (⋅)
𝜖

세대 내 염색체 수를 반환하는 함수
이벤트 인스턴스

𝑇𝑃(𝜖)

𝜖의 종류

𝑇𝑆(𝜖)

𝜖의 타임스탬프

𝑀(𝜖)

𝜖와 관련된 설비

𝑆𝑇(𝑀𝑘 )

𝑀𝑘 의 상태

𝑆𝑜 (𝑀𝑘 )

𝑀𝑘 에 할당된 공정 순서

𝑃𝑆𝑂𝑅
𝑠𝑖𝑚(𝐶, 𝐶 ′ )
𝛤𝑋
DBP1
ℂ𝑃1
𝑋
ℂ𝑃1

𝑟
𝐾

염색체 생성시 유전 연산자 추천기를 사용할 확률
𝐶와 𝐶 ′ 의 유사도 계산 함수
유전 연산자가 선택될 확률 계산 함수
첫 번째 부모로서 성능이 향상된 자식을 생산한 염
색체 저장소
DBP1 에 저장된 염색체 목록

ℂ𝑃1 중 연산자 𝑋 를 통해 자식을 생산한 염색체 집
합
유전 연산자 추천기 사용을 위한 학습 데이터셋의
수
유전 연산자에서 염색체 선택을 위해 사용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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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설명
라미터

𝑇𝑇(𝐹)
𝑃
𝑠𝑖𝑚(𝑃𝑖 , 𝑃𝑗 )

알고리즘을 통해 𝐹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하나의 스케줄링 문제
𝑃𝑖 와 𝑃𝑗 의 유사도

𝜆𝑅

제품 별 생산 요구량 유사도 가중치

𝜆𝑅

파트 종류 별 WIP의 수 유사도 가중치

𝜆𝑅

초기 셋업 상태의 유사도 가중치

𝑅𝑚

설비 수에 따른 스케줄 여과 기준

𝑁𝑅

초기해 생성을 위해 선택되는 스케줄의 수

ℎ
(x𝑘 , y𝑘 )
Λ

유사도 가중치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인스턴스
수
유사도 가중치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𝑘 번째 인
스턴스
λR , 𝜆𝑊 , 그리고 𝜆𝐼𝑆 로 이루어진 벡터

𝑃𝑜𝑖

i번째 해집단

𝐶𝑖,𝑗

𝑃𝑜𝑖 의 j번째 염색체

𝑁𝑔

GA 모듈의 수

𝑁𝑒

GA 모듈에서 사용하는 평가 장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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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volutionary Approach to
Scheduling for Semiconductor
Packaging Facilities Using
Information Retrieval Methods
Bumsuk Chung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miconductor manufacturers are increasingly assembling multiple
chips into a single package to maximize the capacity of flash memories.
Multiple-chip products (MCPs) require repetitive visits to assembly stages
and incur frequent setup changes. As utilization of packaging facilities
decreas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MCPs, research on scheduling of
packaging facil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Since setup changes are not negligible in semiconductor packaging
facilities, a schedule should satisfy several practical constraint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find a good schedule under a tight
requirement for computation time due to the frequent rescheduling
requests caused by internal and external variabilities such as unplanned
machine maintenances, machine failures, and rush ord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framework to find a good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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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miconductor packaging facilities by focusing on bottleneck stages
while satisfying practical operational constraints. A genetic algorithm
based sequence optimizer is employed, and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 schedule are separately addressed by a simulator.
In addition, to accelerate convergence of the optimizer, three different
approaches are proposed. A recommender is proposed which accelerate
convergence by recommending proper genetic operator with similarities
between solutions. An initial solution generation method based on
schedule retrieval and repair is presented. Finally, parallel genetic
algorithm framework is proposed to find good schedul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proposed methods were evaluated in various configurations with
different size of problems including the size of real-world packaging
facility probl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performs better than the other existing methods. In addition, computation
time was successfully reduced by the proposed methods which are
similarity based operator recommender and initial solution generation
methods with schedule retrieval and repair. Finally, the performances of
parallel genetic algorithm were evaluated in different configurations.
Keywords: semiconductor packaging line, flexible job-shop scheduling,
genetic algorithm, information retrieval method, parallel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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