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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례기반추론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계획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및 건강, 

금융, 법, 전자학습에서 지식 관리나 추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성공적인 사례기반추론 시스템을 위해

서는 사례 베이스의 효과적 관리, 사례의 적합한 표현 방식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나, 그 중 사례 간 유사도는 해의 선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기반추론에서 사례기반추론 시스템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근접 이웃 방법 기반의 유사도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였다. 이를 위한 혼합정수계획 및 비선형 계획 기반의 유사도 

학습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스케줄링 문제의 특징을 반영한 계층

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장 어려운 스케줄링 문제 중 하나인 반도

체 스케줄링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제안된 학습 방법론은 기계 학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UCI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 크기의 반도체 패키징 라

인의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한 성능 비교도 함께 수행하였다. 계층적 

유사도에서는 유사도 계산 시 스케줄링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여 계층을 구분하고, 이를 다양한 조합으로 비

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론이 기존 방법론에 비해 나음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계층적 유사도를 통해 뛰어난 품질의 스케줄

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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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기업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 

및 기관들은 그들이 수행한 다양한 행위에 관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되고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매해 폭발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는 오히려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찾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즉,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축적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은 방대한 정보로부터 사용

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례기반추론은 기계 학습의 한 분야인 인스턴스 기반 

학습(Instance based learning)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여, 새로운 데

이터를 모델에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아울러, 사례기반추론은 경험 법칙(Heuristic)과 같이 

일반화 및 추상화 된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구

체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재 문제의 해를 지속적으로 사례 베이스(Case base)에 추가함으

로써 미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례기반추론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 사례기반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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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근접 이웃(Nearest neighbor) 방식으로 사례를 탐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사도가 활용된다. 

따라서 문제에 적합한 유사도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여 효과적인 사례기반추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려 한다.  

본 연구는 사례기반추론에서 사례 탐색에 있어서, 사례 간 유사

도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유사도 선

정, 특징 선택, 특징 가중치 학습과 같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례

기반추론 기법의 성능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며, 연구 

내용을 사례기반추론 기반의 스케줄링 방법론에 적용하여 그 성능

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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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은 과거의 사례들 가운데 

유사한 사례를 탐색하여, 그 사례들의 해로부터 새로운 문제의 해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계획 문제(Planning)를 포함하여 [1], 

health care [2]–[5], 금융 [6], 법 [7], 전자 학습 [8], 지식 관리 

[9], 이미지 처리 [10], 추천 시스템 [11]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

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례기반추론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제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유사도를 선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복 및 대체 가능 사례 제거, 사례 선정, 특징 선택

(Feature selection), 특징 및 사례 간 가중치(Feature and case 

weighting)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을 활용하여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

할 때, 도출된 해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례기반추론 시 사용되는 

유사도 척도를 데이터에 적합하게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는 유사도 척도 선정 및 학습, 유사도 척도 계산 시 활용되는 

데이터의 특징 선택 및 가중치 부여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례기반추론에서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비롯한 약 10여 종류의 함수가 사용되고 있으나, 데이

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기 정의된 거리 함수들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은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문제

에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유사도 척도를 문제의 특징 또

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성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특징들 사이의 유클리디언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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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산 행렬의 diagonal element가 가중치의 제곱인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와 동일하다 [12]. 즉, 특징들의 가중

치를 학습하는 것은 공분산 행렬이 diagonal matrix인 마할라노비스 

거리에서의 공분산 행렬을 학습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𝑖  번째 

diagonal element의 값이 0일 경우 유사도 측정에 있어서 𝑖  번째 

특징의 영향력이 상실되므로, 이는 영향력 또는 설명력이 적은 특징

을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는 특징 선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특징 

가중치 탐색 및 특징 선택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유사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공분산 행렬을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하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유사도를 제공하고, 그를 기반

으로 한 차원 축소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링 문

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유사도를 다양한 계층으로 분할하고, 이를 통

합하여 하나의 유사도로 고려하는 계층적 유사도를 통하여 스케줄

링 문제의 특성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기법은 유사한 사례를 통해 

도출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근접이웃방법을 통한 분류 문제를 연속

적으로 해결한 결과로 새로운 스케줄을 생성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분류 문제 해결 기법의 일종인 근접이웃방법의 성능과 스케줄링 문

제 해결 기법의 성능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성능 비교가 수행되어

야 종합적인 성능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근접

이웃방법의 성능 향상 및 스케줄링 문제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

로 2원화하여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방법론의 장점 및 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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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 

해결 방법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은 가장 흔하게 사용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전문가

의 지식 중 상당 부분이 학습 또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거 경험에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

는 방식의 시스템을 사례기반추론 시스템이라고 한다 [6]. 즉, 사례

기반추론 기법은 주어진 새로운 문제와 유사한 과거의 문제를 탐색

하고, 선정된 유사한 문제를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비추어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13].  

 

[그림 1] 사례기반추론 시스템 

 

일반적인 사례기반추론 시스템은 위의 [그림 1]과 같이 사례 

베이스로부터 유사 사례 수집, 활용, 해 수정, 그리고 사례 보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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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계로 구성된다 [14]. 사례 베이스로부터 유사 사례 수집 과정

에서는 주어진 문제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과거 사례들로 구성된 

사례 베이스에서 탐색하여 유사 사례를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유

사 사례는 현재 문제에 맞추어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그 해결책을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사례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례 베이스에 다시 저장하여 추후에 새로운 문

제가 들어오면 다시 사용하게 된다.  

사례기반추론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사례기반추론을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15] 에서는 스케줄링 문제에 사례기반추론을 적용하기 위하여, 형

변 그래프(Transformation graph)를 사용하여 스케줄링 문제에서

의 사례를 표현하고 형변 그래프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사례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잡샵 스케줄링 [16], 간호사 

스케줄링 [17], 그리고 시간표 문제 [18]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

기반추론이 적용 되었다. 그리고 메타 휴리스틱(Meta-heuristic) 

기반의 방법론들과 혼용되어 스케줄링 문제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

는 시도도 있었다 [19], [20].  

이에 더 나아가, 최근에 스케줄링 문제를 연속된 의사결정 문제

로 치환함으로써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21]. 공장의 상태는, 설비 셋업, 작업자 수의 제약, 다양한 자원 제

약 등, 다양한 현장 제약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되어 그 효용성을 

증명한 바 있는 패트리 넷(Petri net) [22]–[28]을 이용하여 표현되

었다. 또한, 하나의 사례를 패트리 넷의 마킹(Marking)과 그 당시 

점화한 트랜지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여, 이를 풀고자 하는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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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데이터로부터 생성하고 그 결과를 사례 베이스에 저장하였

다. 새로운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근접 이웃방식을 이용하

여, 상황 별 패트리 넷의 마킹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마킹에서 점화

한 트랜지션을 점화하는 것을 반복하여 스케줄을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메타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론들과 성능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 발견적 접근법에 

비해서 좀 더 느리더라도 좋은 품질의 해를 얻는 것을 추구하며, 그 

최적화 기법의 정확성은 갖추지 못하지만 소요 시간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메타 휴리스틱 기법에서는 bounded solution 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적 요소들은 해가 near-optimality에 도달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은 과거의 사례

를 활용하므로 확률적 요소가 없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들

에 대한 분석 과정을 미리 수행해 놓음으로써 계획 생성 시간을 획

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유사도 계산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meta 

heuristic에 비해 더 빠르고 더 나은 성능을 갖게 하는 것이 본 방

법론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학습 및 스케줄링 문제의 특징을 반영함

으로써 [21]에서 제안된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 해

결 방법론을 성능을 제고하려 한다. 이를 통해 방법론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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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기반추론에서의 유사도 학습 

 

사례기반추론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된 유사도 함수 

관련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9]–[37]. 적합한 특징 

간 또는 사례 간 가중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같은 해를 갖는 사

례를 같은 군집으로 간주함으로써 군집 내의 거리를 기반으로 한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

다 [32], [38], [39]. 또한,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메타 휴리스틱

을 사용하여 탐색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6], [40]–[42], 사례 베이

스와 새로 나타난 사례 간 유사도 분포를 기반으로 최적 유사 사례 

수를 구하여 사례기반추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4]. 

사례를 특징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사례 탐색 과정에 있어서 근접 이웃 방식을 사용한다 [43]. 근

접 이웃 방식을 이용한 사례기반추론 시스템은 사례를 실수 값을 

갖는 특징의 벡터로 치환하여 두 특징 벡터(Feature vector) 간의 

거리를 [44] 이용하여 유사 사례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사례 

탐색은 일종의 분류 문제(Classification)가 되어 가장 근접한 특징 

벡터의 클래스(Class)가 해당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34], [45], 

[46]에서는 사례를 특징 벡터로 치환하고, 해결책을 클래스로 치환

하여 근접 이웃 방식을 이용한 사례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사례를 패트리 넷의 마킹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수 값을 갖는 특징 벡터로 표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의 클래스

는 해당 마킹 상태에서 점화된 트랜지션이다. 즉, 이 문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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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상태에서의 가장 유사한 마킹을 탐색하고, 그 때 점화된 트랜

지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근접 이웃 방법을 사용한 분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접 이웃 방식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를 이용한 사례기반추론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제고

하는 것과 같다.  

근접 이웃 방식을 이용한 사례기반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기계 

학습 분야의 접근이 가능하다.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만든 평가 

함수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학습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36], 

[37], [39], [47], [48], 엔트로피와 같은 정보 이론의 개념을 활용

하여 유사도를 학습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48]–[56]. 사용하

는 유사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유사도 

중에서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유사도 학습 [57]–[63]과 유클리디

언 및 마할라노비스 거리 기반의 학습 [44], [64]–[78]이 가장 활

발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유클리디언이나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같

은 거리 척도 학습(Distance metric learning)은 학습 데이터의 본

질적인 구조에 적합한 거리 척도를 학습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근

접 이웃 방식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9].  

거리 척도 학습은 얼굴 인식 [80]–[82], 물체 분류 [83], 이미

지 주석 [84], [85]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거리 척도는 주로 같은 클래스에 속한 두 특징 벡터, 또는 서로 다

른 클래스에 속한 두 특징 벡터의 순서쌍 관계(Pairwise 

relationship)로 표현되거나,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두 특징 벡터와 

다른 클래스에 속한 하나의 특징 벡터로 이루어진 트리플렛 관계

(Triplet relationship)의 제약 조건 하에서 학습되었다 [79].  

트리플렛 관계의 제약 조건에서는 각 트리플렛을 구성하는 특

징 벡터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거리 척도를 학습한다 [86].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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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𝑥1, 𝑥2, 𝑥3와 각각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변수를 𝑦1, 𝑦2, 𝑦3라 할 때, 

트리플렛 관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원소가 실수 집합 𝑅에 속하는 두 

특징 벡터 간의 거리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집합 𝑅+로 사상하

는 함수 𝑑: 𝑅𝑚 × 𝑅𝑚 → 𝑅+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1) 같은 제약 관

계로 나타낼 수 있다. 

 𝒊𝒇 𝑦1 = 𝑦2 ≠ 𝑦3,  

𝒕𝒉𝒆𝒏 𝑑(𝑥1, 𝑥2) < 𝑑(𝑥1, 𝑥3)  

(1) 

이는 선택된 세 개의 특징 벡터의 상대적인 관계로, 같은 클래

스에 속한 특징 벡터 사이의 거리가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

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LMNN(Large margin 

nearest neighbor) [71], BoostMetric [87], 그리고 FrobMetric 

[88]과 같은 연구에서 [그림 2]와 같은 트리플렛 관계의 제약 조건

을 이용하여 거리 척도를 학습하였다. 

 
[그림 2] 트리플렛 제약 조건 기반의 거리 척도 학습 :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들은 같은 클래스에 속한 벡터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어야 한다.  

 

순서쌍 관계 기반의 연구는 특징 벡터 𝑥1, 𝑥2, 𝑥3와 각각의 클래

스를 나타내는 변수를 𝑦1, 𝑦2, 𝑦3라 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 특

징 벡터 간의 임의의 거리 함수 𝑑와 𝑐′ > 𝑐 을 만족하는 두 개의 상

수 𝑐, 𝑐′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 (2)과 같은 제약 관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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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𝒊𝒇 𝑦1 = 𝑦2 ≠ 𝑦3,   

𝒕𝒉𝒆𝒏 (𝑑(𝑥1, 𝑥2) < 𝑐)  ∧ (𝑐′ < 𝑑(𝑥1, 𝑥3))  

(2) 

이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 사이의 거리가 경계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상수 𝑐 보다 

작아야 하며,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와의 거리는 𝑐′보다 멀

어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순서쌍 제약 조건 기반의 거리 척도 학습 : 같은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들은 경계 𝒄의 안에,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들은 𝒄’ 밖에 있어야 한다.  

 

ITML(Information theoretic metric learning) [53]에서는 순

서쌍 관계 제약 조건을 고정된 하한(Lower bound)와 상한(Upper 

bound)를 이용하여 고려하였다. 또한, 판별 선형 로지스틱 회귀를 

기반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학습하기도 하였다 [80]. 이는 모든 

같은 클래스에 속한 순서쌍들간의 거리와 다른 클래스에 속한 순서

쌍들간의 거리를 구분하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최근에

는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한 및 하

한을 고정하지 않고, 특징 벡터 별로 서로 다른 상한 및 하한을 갖

도록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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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정의 

 

3.1.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 

 

본 절에서는 [21]에서 제안한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하여 스케줄

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4]는 문제 해결의 전체적인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4]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 

[21]에서는 스케줄링 문제를 패트리 넷 상에서의 연속적인 의

사결정 문제로 생각하고 사례기반추론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사례기

반추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사례들이 저장되어 있는 사

례 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각 사례는 상황과 해결책의 조합으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상황과 해결책 모두를 패트리 넷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 베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제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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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현재 상태와 가장 유사한 과거 사례의 해결책을 적용한다. 이

를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을 수

행할 수 있다. [표 1]은 본 절에서 사용되는 기호 및 파라미터를 정

리한 것이다.  

 
[그림 5] 사용된 패트리 넷의 예 

 

[표 1] 변수와 파라미터의 표기, 종류 및 설명 

표기 종류 설명 비고 

𝑃 집합 
페트리 넷의 플레이스 

집합 

𝑗 번째 플레이스 
𝑝𝑗 ∈ 𝑃; ∀𝑗   

𝑇 집합 
페트리 넷의 트랜지션 

집합 
𝑖 번째 트렌지션, 
𝑡𝑖 ∈ 𝑇; ∀𝑖  

Λ 집합 페트리 넷 상의 선의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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𝛤 집합 사례 베이스  

𝐹 집합 
페트리 넷 상에서 점화 

가능한 트랜지션 집합 
 

𝜇 벡터 

마킹. 각 플레이스 별 

토큰의 수로 이루어진 

벡터 

𝜇0: 초기 마킹 

𝜇(𝑝): 플레이스 𝑝의 

토근 수  

𝜏 함수 

페트리 넷에서 시간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 

𝑝 ∈ 𝑃 에 도달한 

토큰은 최소 𝜏(𝑝)가 

지나야 

사용가능해짐 

γ 순서쌍 

사례 베이스를 구성하는 

사례. 마킹과 트랜지션으로 

구성. 

γ = (𝜇𝛾 , 𝑡𝛾)  

𝑆 순서쌍 

스케줄링 문제의 계획을 

나타내는 변수. 공정 

시퀀스와 설비 시퀀스로 

구성. 

𝑆 = (𝜎𝑜, 𝜎𝑚)   

𝜎𝑜 시퀀스 공정 시퀀스 𝜎𝑜 = 〈𝜎1
𝑜, 𝜎2

𝑜, … 〉  

𝜎𝑚 시퀀스 설비 시퀀스  𝜎𝑚 = 〈𝜎1
𝑚, 𝜎2

𝑚, … 〉  

𝐻 
양의 

실수 
계획 시간의 길이   

 

3.1.1. 패트리 넷 

패트리 넷은 노드(Node)들로 플레이스(Place, 𝑝 )와 트랜지션

(Transition, 𝑡), 그리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선(Arc)으로 이루어

진 그래프 모형이다 [89]. 패트리 넷에서 선은 플레이스에서 트랜

지션으로, 또는 트랜지션에서 플레이스로만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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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패트리 넷의 예시이다. 플레이스는 속이 빈 원형으

로 표현되었으며, 트랜지션은 검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되었다. 각 플

레이스는 0 이상의 정수만큼의 토큰(Token)을 가지며, 이는 플레

이스 안의 검은 원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각 플레이스 별 토큰의 

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한 것을 마킹 𝜇이라고 하며, 𝜇에서 어떤 

플레이스 𝑝의 토큰의 수는 𝜇(𝑝)로 표현한다. 

각 토큰은 플레이스에서 연결된 트랜지션을 통하여 다른 플레

이스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를 트랜지션을 점화(Fire)한다고 표현

한다. 트랜지션이 점화 가능(Fireable) 하려면 그 트랜지션으로 연

결된 모든 플레이스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사용가능(Available)한 

토큰이 존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트리 넷은 시간 패트리 넷(Timed Petri 

net)의 일종으로, 공정 소요 시간, 셋업 교체 시간과 같은 시간 요

소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페트리 넷에 시간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

려한 것이다. 시간 패트리 넷 TPN은 다음과 같은 5개의 튜플로 구

성된다 [90].  

TPN =  〈𝑃, 𝑇, Λ, 𝜏, 𝜇0〉 

 𝑃, 𝑇는 각각 넷을 구성하는 플레이스 및 트랜지션의 집합이다. 

Λ는 넷 상의 선을 의미하며, 𝜏는 시간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시간 

함수이다. 𝑝 ∈ 𝑃에 도달한 토큰은 최소 𝜏(𝑝)의 시간이 지나야 사용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𝜇0은 마킹의 초기 값으로, 넷의 초기 상태

를 의미한다.  

 

3.1.2. 사례 

본 연구에서 사례 γ는 (𝜇γ, 𝑡γ), 즉, 마킹과 트랜지션의 순서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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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마킹으로 스케줄링 문제의 상황을 표현한 이유는 마킹

을 구성하는 각 플레이스 별 토큰의 수가 현재 공정 상태를 나타내

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행하여야 하는 공정

에 대한 플레이스의 토큰은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 공정이 되며, 작

업자 제약에 대한 플레이스의 토큰은 현재 가용한 작업자 수가 된

다. 따라서,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장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패트리 넷의 특성과 맞물려 공장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 그리고 사례의 해결책 부분인 트랜지션은 해당 마킹에서 

점화되었던 트랜지션을 의미한다.  

 

3.1.3. 계획 

 
[그림 6] 계획 표현 방식 

스케줄링 문제의 계획 𝑆  는 [그림 6]에서와 같이 공정 시퀀스 

 𝜎𝑜 = 〈𝜎1
𝑜, 𝜎2

𝑜, … 〉와 설비 시퀀스 𝜎𝑚 = 〈𝜎1
𝑚, 𝜎2

𝑚, … 〉의 쌍으로 표현된

다. 여기에서 공정 시퀀스의 길이는 전체 공정 숫자와 동일하며, 공

정 시퀀스의 𝑖  번째 공정은 설비 시퀀스의 𝑖  번째 설비에서 수행된

다. 이와 같이 표현된 계획은 각 설비 별로 할당된 공정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정의 순서가 명확하므로 공정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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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사례 베이스 구축 

input TPN, 𝑆 = (𝜎𝑜, 𝜎𝑚) 

output Γ  

begin generateCases 

스케줄링 문제의 초기 상태에 따른 TPN 초기화 

until (𝑆 = 𝜙) do 

𝜇 = TPN의 현재 마킹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𝑜 ,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𝑚 ) ≔ 𝑆의 가장 앞에 있는 공정-설비 쌍  

    if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𝑜 를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𝑚 에서 수행 가능 then 

TPN에서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𝑜 ,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𝑚 )에 해당하는 트랜지션 𝑡 점화 

𝑆 = 𝑆\{(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𝑜 ,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𝑚 )}  

γ = (𝜇, 𝑡)  
Γ = Γ ∪ {γ}  

else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𝑜 를 𝜎𝑐𝑢𝑟𝑟𝑒𝑛𝑡

𝑚 에서 수행 가능 시점까지 TPN의 시간 

증가 

    end if  

end until 

return Γ  

[그림 7] 사례 생성 알고리즘 

새로운 스케줄링 문제를 위한 사례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계획들을 사례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

례는 패트리 넷 상의 마킹과 그 당시 점화한 트랜지션으로 표현되

므로, 이를 위해서 과거의 계획을 TPN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각 마

킹과 그 마킹에서 점화된 트랜지션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획으로부터 사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택된 계

획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TPN의 생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생성된 TPN는 스케줄링 문제의 제약 조건이 모두 반영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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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생성된 TPN은 계획의 초기 상태를 반영하여 초기화

되게 된다. 그 후 스케줄의 공정 진행을 TPN에서 해당 트랜지션을 

점화하는 식으로 동일하게 모사하며, 각 시점에서의 마킹 및 트랜지

션을 저장한다. 아래의 [그림 7]은 한 계획 𝑆로부터 사례를 추출하

여, 사례 베이스 Γ에 저장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3.1.5. 사례 베이스 기반의 스케줄링 문제 해결  

본 절에서는 스케줄링 문제를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하여 해결하

는 알고리즘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마킹 상태 𝜇0를 기반으

로 TPN을 초기화한다. 이렇게 초기화된 TPN은 공장의 초기 상태

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그 후, 현재 점화 가능한 트랜지션 집합 

𝐹를 찾는다. 점화 가능한 트랜지션이 있다면, 사례 베이스에서 현재 

마킹과 사례의 마킹과의 유사도가 가장 크고, 그 트랜지션이 현재 

점화 가능한 사례를 탐색한 후, 해당 트랜지션을 점화한다. 이 때 

해당 트랜지션을 점화할 때 수행되는 공정은 𝜎𝛾∗
𝑜 에, 그리고 그 공정

이 수행되는 설비는 𝜎𝛾∗
𝑚에 저장되게 되고, 이는 각각 𝜎𝑜, 𝜎𝑚의 맨 

끝에 추가된다. 만약, 점화 가능한 트랜지션이 하나도 없다면, 한 개 

이상의 점화 가능한 트랜지션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증가시킨다. 최

종적으로 만들어진 공정 𝜎𝑜와 설비 𝜎𝑚의 순서쌍 𝑆가 최종 해가 된

다.  

input TPN, Γ, 𝜇0 

output 𝑆 

begin solvingSchedulingProblem 

𝜇0를 이용한 TPN 초기화  

𝑒 = 0  

𝜎𝑜 = 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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𝜎𝑚 = 𝜙  

while 𝑒 < 𝐻 do 

𝐹 =  {현재 점화 가능한 트랜지션 집합}  

if 𝐹 ≠ 𝜙 then 

𝜇 =  TPN의 현재 마킹  

 𝛾∗ = 𝑎𝑟𝑔 𝑚𝑎𝑥𝛾∈𝛤𝑠𝑖𝑚(𝜇, 𝜇𝛾) s. t. 𝑡𝛾 ∈ 𝐹  (3) 

𝑡𝛾∗ 점화 

𝜎𝛾∗
𝑜 = 𝑡𝛾∗ 점화 시 수행되는 공정 

𝜎𝛾∗
𝑚 = 𝑡𝛾∗ 점화 시 수행되는 공정의 설비 

𝜎𝑜 = 〈𝜎𝑜, 𝜎𝛾∗
𝑜  〉  

𝜎𝑚 = 〈𝜎𝑚, 𝜎𝛾∗
𝑚 〉  

else  

 𝐹 ≠ 𝜙 이 만족하는 시간까지 𝑒 증가 

end if  

end while 

return 𝑆 = (𝜎𝑜, 𝜎𝑚)  

[그림 8] 사례 베이스 기반 스케줄링 문제 해결 알고리즘 

즉, 스케줄링 문제의 TPN, 초기 마킹 상황 𝜇0 , 사례 베이스 Γ, 

계획 시간의 길이 𝐻 , 그리고 𝑁𝑑  차원을 갖는 마킹 간의 유사도를 

함수 s𝑖𝑚: 𝑅𝑁𝑑 × 𝑅𝑁𝑑 → 𝑅+ (𝑅, 𝑅+는 각각 실수 집합, 0보다 큰 실수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림 8]과 같이 스케줄링 문제를 풀어 그 해 

𝑆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베이스 기반의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 방법론은 사례 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

를 찾고 그 사례의 마킹 상태에서 점화했던 트랜지션을 그대로 따

라서 점화한다. 그러므로 좋은 유사도를 탐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례기반추론 방법론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유사도를 문제의 특성 및 사례 베이스의 성질에 맞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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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3.2. 사례기반추론에서의 유사도 학습 문제 

 

[그림 8]의 식 (3)은 사례 베이스 내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 시점의 마킹과 각 사례의 유사도가 가장 높

은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고, 이는 마킹을 𝑁𝑑  차원의 특징 벡터로 

하고, 유사도에 반비례하는 특징 벡터 간의 거리 함수 𝑑: 𝑅𝑁𝑑 ×

𝑅𝑁𝑑 → 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𝛾∗  = 𝑎𝑟𝑔 𝑚𝑎𝑥𝛾∈𝛤 𝑠𝑖𝑚(𝜇, 𝜇𝛾)  s. t. 𝑡𝛾 ∈ 𝐹 

   =  𝑎𝑟𝑔 𝑚𝑖𝑛𝛾∈𝛤 𝑑(𝜇, 𝜇𝛾)  s. t. 𝑡𝛾 ∈ 𝐹 

즉, 이는 현재 마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1-근접 이웃을 탐

색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학습 문제

를 근접 이웃 방식의 성능 제고하는 거리 학습 문제로 변환하여, 기

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접 이웃 방식의 성능을 높이는 임의의 거

리 척도를 학습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한 거리 기반의 

유사도 학습 문제는 𝑖  번째 특징 벡터 𝑥𝑖 와 그 특징 벡터의 집합 

𝑋(𝑥𝑖 ∈ 𝑋) , 그리고 각 특징 벡터에 해당하는 클래스 𝑦𝑖 와 그 집합 

𝑌(𝑦𝑖 ∈ 𝑌) , 마지막으로 임의의 거리 척도 𝑑를 기반으로 아래의 식 

(4)와 같이 오분류에 대한 목적함수 𝐿∗(𝑑, 𝑋, 𝑌)를 최소화하는 문제

로 정의할 수 있다.  

 𝑎𝑟𝑔 𝑚𝑖𝑛𝑑  𝐿∗(𝑑, 𝑋, 𝑌) = ∑(𝑦𝑎𝑟𝑔 𝑚𝑖𝑛𝑗 𝑑(𝑥𝑖,𝑥𝑗) − 𝑦𝑖)

𝑖

 (4) 

이와 같은 임의의 거리 척도 𝑑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추

가적인 제약 조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거

리 함수인 유클리디언 거리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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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일반화된 유클리디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마할라노비스 거

리도 함께 고려하였다. 

거리 기반 유사도는 특징 벡터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유사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거리 기반 유사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특징 

벡터의 차이에 비례하여 거리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마킹을 구성

하는 각 플레이스의 토큰 수는 플레이스의 의미에 따라서 서로 상

이한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의미를 갖는 플레이스 그룹 사이의 유

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혼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TPN에서 의미가 서로 다른 플레이스의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

룹 내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

를 접착 및 와이어본드 스케줄링 문제 [91] 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거리 유사도 학습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클래스를 여러 개의 그룹을 세분화하고, 그 그룹 내의 가중 

유클리디언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특징 가중치 학습 모

형 

 클래스 내 근접 이웃의 거리를 일정 하한 이하로, 서로 다른 

클래스의 근접 이웃 거리는 일정 상한 이상으로 하는 마할

라노비스 거리 학습 모형 

 스케줄링 문제를 나타내는 TPN의 플레이스 의미 별 계층 

추출 및 계층 별 유사도 간의 혼합 유사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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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적 유사도 학습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 해결 시 

성능 제고를 위한 지도 학습 기반의 유사도 학습 방법론을 제안한

다. 이는 클래스 내 그룹의 내부 거리를 최소화하는 특징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론 및 근접 이웃 기법의 성능 개선을 위한 유사 마할

라노비스 거리를 학습하는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다.  

각 방법론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UCI 기계 학습 데이터와 잡샵 

및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방법론과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또한, 잡샵과 반도체 문제에서의 제안 방법론 적용 전후의 스케

줄 성능도 함께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 2]는 본 절에서 사용되는 

변수 및 파리미터 표기와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와 파라미터의 표기, 종류 및 설명 

표기 종류 설명 비고 

𝐴 집합 특징 집합 
𝑗 번째 특징 값, 
𝑎𝑗 ∈ 𝐴; ∀𝑗   

𝑋 집합 특징 벡터 집합 
𝑖 번째 특징 벡터, 
𝑥𝑖 ∈ 𝑋; ∀𝑖  

𝑋𝑐 집합 
클래스 c 에 속하는 데이터 

집합 
- 

𝑌 집합 특징 벡터의 클래스 집합 
𝑖  번째 특징 벡터의 

클래스, 𝑦𝑖 ∈ 𝑌; ∀𝑖  

𝐶 집합 클래스 집합 - 

𝒜= 집합 

같은 클래스 내에 속한 

특징 벡터 사이에서 힌지 

손실 함수를 활성화 

시키는 인덱스 쌍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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𝒜≠ 집합 

서로 다른 클래스 내에 

속한 특징 벡터 사이에서 

힌지 손실 함수를 활성화 

시키는 인덱스 쌍의 집합 

 

𝑃𝐺𝑖𝑗 행렬 
𝑥𝑖와 𝑥𝑗  관계에 대한 부분 

gradient 

𝑃𝐺𝑖𝑗 =  

(𝑥𝑖 − 𝑥𝑗)(𝑥𝑖 − 𝑥𝑗)
𝑇
   

𝑀 행렬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선형 

변환 행렬  
𝑀 ≽ 0  

𝐺ℎ 행렬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에서 목적함수로 

힌지 손실함수를 사용할 

때의 gradient 

 

𝐺𝑠 행렬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에서 목적함수로 

힌지 제곱 손실함수를 

사용할 때의 gradient 

 

𝑁𝑑 
양의 

정수 
특징 종류 수 𝐴 = {𝑎1, 𝑎2, . . . , 𝑎𝑁𝑑

}  

𝑁𝑣 
양의 

정수 
특징 벡터 집합의 크기 𝑋 = {𝑥1, 𝑥2, … , 𝑥𝑁𝑣

}  

𝑁𝑔 양수  
한 정답을 표현하는 그룹 

수 
 

𝑁𝑘 양수  
학습 시 고려할 근접 

이웃의 개수  
 

𝑁𝑖𝑡𝑒𝑟 양수  알고리즘의 최대 반복 수   

𝑤 
실수 

벡터 

특징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변수 
𝑤 = (𝑤1, … , 𝑤𝑁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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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𝑐𝑖𝑗 실수  
𝑋𝑐 의 𝑖 번째 특징 벡터의 

𝑗번째 특징의 값 
- 

𝑦𝑐𝑘𝑖 
이진 

변수 

𝑋𝑐 의 𝑖 번째 특징 벡터가 

𝑘 번째 그룹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𝑧𝑐𝑘𝑗 실수 
클래스 𝑐 의 𝑘 번째 

그룹에서 𝑎𝑗의 중심 값 
- 

𝛼 실수 
같은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 간의 허용 거리 상한 
 

𝛽 실수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 간에 허용 거리 하한 
𝛼 < 𝛽  

γ 실수 특징 가중치의 지수 

γ = 2일 경우, 가중 

유클리디언 거리와 

동일 

𝜃𝑎 양수 
변수 선택을 위한 가중치 

임계 값 
0 을 포함. 

𝜃𝑠 양수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에서의 스탭 

사이즈 

 

𝜃𝑚 양수 
𝛼, 𝛽  산출 휴리스틱에서 

마진을 결정하는 변수 
𝜃𝑚 ≥ 1  

𝑑𝑤(𝑥𝑖, 𝑥𝑗) 함수 
𝑥𝑖 와 𝑥𝑗  사이의 가중 

유클리디언 거리 
 

𝑑𝑀(𝑥𝑖, 𝑥𝑗) 함수 
𝑥𝑖 와 𝑥𝑗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 
 

𝐿(∙) 함수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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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클래스 그룹 내부 거리 최소화 모형 

 

4.1.1. 혼합정수계획 모형 

 

[그림 9] 중요도 벡터 𝒘를 통한 거리 학습 전후 비교 

 

근접 이웃 문제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림 9]에서와 같이 각 클래스의 내부 거리를 최소화하는 특징에 높

은 가중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들어온 특징 

벡터를 각 클래스에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어진 𝑁𝑣개의 학습 데이터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에서 같은 클

래스에 속한 특징의 중요도 벡터 𝑤가 반영된 거리를 최소화하는 문

제의 목적 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in
𝑤

∑ 𝑑𝑤(𝑥𝑖, 𝑥𝑗)
(𝑖,𝑗) 𝑠.𝑡.  𝑦𝑖=𝑦𝑗

  

𝑑𝑤(𝑥𝑖, 𝑥𝑗)는 특징의 중요도 벡터 𝑤가 반영된 두 개의 특징 벡

터 𝑥𝑖와  𝑥𝑗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부 거리 최소화 

방식은 주로 군집화 방법론에서 군집 내부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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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특징 벡터의 클래스 분포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표현한 

예 

 

그러나 이를 단순히 클래스 내부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각 클래스 별 특징 벡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이

터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특징 벡터의 클래

스 분포는 특징 공간 내에 넓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그림 10]에서와 같이, 각 클래스

를 다수의 그룹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내부 

거리를 특징 벡터와 그 벡터가 포함된 그룹 중심과의 유클리디언 

거리의 합으로 정의한 클래스 그룹 내부 거리 최소화 모형(MIDM, 

minimize intra-distance model)은 다음과 같은 혼합정수계획 모형

으로 나타낼 수 있다.  

 argmin
𝑤

𝐿(𝑤, 𝑌, 𝑍)

= ∑ 𝑤𝑗
𝛾

𝑦𝑐𝑘𝑖𝐸𝑢𝑐(𝑧𝑐𝑘𝑗 , 𝑥𝑐𝑖𝑗)

𝑐∈𝐶,1≤𝑘≤𝑁𝑔,𝑖∈𝑋𝑐,𝑗∈𝐴

  

(5) 

 𝑠. 𝑡.   

 𝐸𝑢𝑐(𝑧𝑐𝑘𝑗 , 𝑥𝑐𝑖𝑗) = |𝑧𝑐𝑘𝑗 − 𝑥𝑐𝑖𝑗|
2

 ; ∀𝑐, 𝑘, 𝑗, 𝑖  (6) 

 ∑ 𝑤𝑗𝑗∈𝐴 =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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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𝑦𝑐𝑘𝑖𝑘∈𝐾𝑐
= 1 ; ∀𝑐, 𝑖  (8) 

 0 < ∑ 𝑦𝑐𝑘𝑖𝑖∈𝑋𝑐
< |𝑋𝑐| ; ∀𝑐, 𝑘  (9) 

식 (5)은 목적 함수로써, 각 그룹에 속한 특징 벡터들과 그 그

룹의 중심점과의 차이를 특징 𝑗의 가중치 𝑤𝑗
𝛾
 가중한 총합을 의미한

다. 이를 최소화하는 특징 𝑗의 가중치 𝑤𝑗
𝛾
를 구하는 것이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법론의 목적이다. 식 (6)는 유클리디언 거리임을 

나타내는 제약조건이며, 식 (7)은 각 특징 별 가중치의 합을 1로 

제한함으로써 목적 함수가 한 방향으로 발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다. 식 (8)는 각 특징 벡터가 한 개의 그룹에만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며, 마지막으로 식 (9)는 각 클래스 별

로 그룹의 수가 한 개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4.1.2. 클래스 그룹 내부거리 최소화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앞의 절에서 기술한 혼합정수계획 모형의 지역 최

적해를 탐색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MIDM의 혼합정수계획

은 𝑌 = {𝑦𝑐𝑘𝑖; ∀𝑐, 𝑘, 𝑖}, 𝑍 = {𝑧𝑐𝑘𝑗; ∀𝑐, 𝑘, 𝑗}라 할 때, [그림 11]에서 서술

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역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MIDM 알고리즘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과 유사하게, 다른 두 변수를 고정하고 한 변수의 최적해를 구한다. 

그렇게 구해진 최적해로 변수를 고정하고 다른 변수의 최적해를 구

하는 것을 더 이상 목적 함수의 감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식 

(10), (11), (12)은 각각 나머지 변수는 고정하고, 𝑌, 𝑍, 𝑤의 최적해

를 순차적으로 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후, 데이터에 비해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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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너무 많은 경우 해당 그룹을 제거하며, 이를 반복한다. t는 반

복 횟수에 대한 기호로, t가 있는 변수들은 t번째 반복에서의 각 변

수를 의미한다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𝑁𝑔 , 𝛾 

output w 

begin MIDM 

𝑤0, 𝑌0, 𝑍0 설정 

𝑡 = 1  

while (𝐿(𝑤𝑡+1, 𝑌𝑡+1, 𝑍𝑡+1) < 𝐿(𝑤𝑡, 𝑌𝑡 , 𝑍𝑡)) ∨ (𝑡 < 𝑁𝑖𝑡𝑒𝑟) do 

 𝒀𝒕 = 𝒂𝒓𝒈𝒎𝒊𝒏𝒀𝑳(𝒘𝒕−𝟏, 𝒀, 𝒁𝒕−𝟏)  (10) 

 𝒁𝒕 = 𝒂𝒓𝒈𝒎𝒊𝒏𝒁𝑳(𝒘𝒕−𝟏, 𝒀𝒕, 𝒁)  (11) 

 𝑤𝑡 = 𝑎𝑟𝑔𝑚𝑖𝑛𝑤𝐿(𝑤, 𝑌𝑡 , 𝑍𝑡)   

𝑟𝑒𝑚𝑜𝑣𝑒𝑈𝑛𝑚𝑎𝑡𝑐ℎ𝑒𝑑𝐺𝑟𝑜𝑢𝑝(𝑌𝑡)  

𝑡 = 𝑡 + 1  

(12) 

end while 

return 𝑤𝑡 

[그림 11] MIDM 알고리즘 

4.1.2.1. 𝒀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𝑤, 𝑍, 𝑁𝑔 

output 𝑌∗ 

begin getGroupAllocation 

for 𝑐 ∈ 𝐶, 1 ≤ 𝑘 ≤ 𝑁𝑔 , 𝑖 ∈ 𝑋𝑐 do 

   𝑦𝑐𝑘𝑖
∗   

= {
1 𝑖𝑓 ∑ 𝑤𝑗

γ
𝐸𝑢𝑐(𝑧𝑐𝑘𝑗 ,  𝑥𝑐𝑖𝑗)𝑗∈𝑨 ≤ ∑ 𝑤𝑗

γ
𝐸𝑢𝑐(𝑧𝑐ℎ𝑗,  𝑥𝑐𝑖𝑗)𝑗∈𝑨 ; ∀ℎ

0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end for 

return 𝑌∗ 

[그림 12] 𝒀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𝑦𝑐𝑘𝑖는 𝑋𝑐의 𝑖 번째 특징 벡터가 클래스 𝑐의 𝑘 번째 그룹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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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이다. 즉, 이는 특징 벡터의 그룹 

소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때의 최적해는 각 그룹의 중심점과 가

장 가까운 그룹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 12]는 𝑍와 𝑤를 

고정하였을 때의 𝑌의 최적해 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알고

리즘이다. 

4.1.2.2. 𝒁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𝑤, 𝑌, 𝑁𝑔 

output 𝑍∗ 

begin computeCentroid 

for 𝑐 ∈ 𝐶, 1 ≤ 𝑘 ≤ 𝑁𝑔 , 1 ≤ 𝑗 ≤ 𝑁𝑑 do 

𝑧𝑐𝑘𝑗
∗ =

∑ 𝑦𝑐𝑘𝑖𝑥𝑐𝑖𝑗𝑖∈𝑿𝑡

∑ 𝑦𝑐𝑘𝑖𝑖∈𝑿𝑡

   

end for 

return 𝑍∗ 

[그림 13] 𝒁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𝑧𝑐𝑘𝑗는 클래스 𝑐의 𝑘번째 그룹에 속한 특징 벡터들에 대한 𝑗 번

째 특징의 중심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그 그룹에 속한 특징 

벡터들의 평균이 그 최적해가 된다. 위의 [그림 13]은 𝑌와 𝑤를 고

정하였을 때의 𝑍 최적해 𝑍∗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4.1.2.3. 𝒘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𝑌와 𝑍를 고정하고 𝑤의 최적해를 구하는 문제는 식 (5)을 최소

로 하며, 제약조건 식 (7)을 만족하는 𝑤를 찾는 문제와 동일하다. 

이를 비선형 계획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rgmin
𝑤

𝐿(𝑤) = ∑ 𝑤𝑗
γ

𝑦𝑐𝑘𝑖𝐸𝑢𝑐(𝑧𝑐𝑘𝑗 , 𝑥𝑐𝑖𝑗)

𝑐∈𝐶,1≤𝑘≤𝑁𝑔,𝑖∈𝑋𝑐,𝑗∈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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𝑠. 𝑡.   

∑ 𝑤𝑗𝑗∈𝐴 = 1   

이는 [92], [93]에서와 유사하게 라그랑지안 승수법

(Lagrangian multiplier method)을 통하여 쉽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𝑤∗는 [그림 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𝑍, 𝑌, 𝑁𝑔 , 𝛾 

output 𝑍∗ 

begin computeWeight 

for 𝑐 ∈ 𝐶, 1 ≤ 𝑘 ≤ 𝑁𝑔 , 1 ≤ 𝑗 ≤ 𝑁𝑑 do 

           𝑺𝒖𝒎(𝒁, 𝑿) =  ∑ ∑ ∑ 𝒚𝒄𝒌𝒊𝒅(𝒛𝒄𝒌𝒋,  𝒙𝒄𝒊𝒋)𝒊∈𝑿𝒄𝟏≤𝒌≤𝑵𝒈𝒄∈𝑪   

            𝝀 = (
𝟏

∑ (
𝟏

𝑺𝒖𝒎(𝒁,𝑿)
)

𝟏
𝛄−𝟏

𝒌

)

𝛄−𝟏

  

 𝑤𝑗
∗ = {

0 𝑖𝑓 𝑆𝑢𝑚(𝑍, 𝑋) = 0

(
𝜆

𝑆𝑢𝑚(𝑍,𝑋)
)

1

γ−1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end for 

return 𝑍∗ 

[그림 14] 𝒘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4.1.2.4. 그룹 제거 알고리즘 

MIDM의 알고리즘과 같은 EM-알고리즘과 유사한 알고리즘들

은 초기값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중, 𝑁𝑔는 한 클래스를 구성하는 그룹의 수로 이는 데이터 별로, 또

는 클래스 별로 적절한 그룹의 수가 다를 수 있다. [그림 15]의 그

룹 제거 알고리즘은 그룹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할당되지 않은 그

룹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유도되도록 한다. 이는 

각 그룹의 중심점으로 하나의 특징 벡터도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그룹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룹 제거 알고리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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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분한 수의 그룹 수로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쓸모 없는 그룹

들을 제거하게 되어 그룹 수가 데이터에 비해 너무 많은 경우, 자동

적으로 그룹의 수를 줄이게 된다. 

input 𝑌 

output removedGroups 

begin removeUnmatchedGroup 

for 𝑐 ∈ 𝐶, 1 ≤ 𝑘 ≤ 𝑁𝑔 , 𝑖 ∈ 𝑋𝑐 do 

if ∑ 𝑦𝑐𝑘𝑖𝑖 =  0 then 

remove group 𝑘 of class 𝑐 

end if 

end for 

return removedGroups 

[그림 15] 그룹 제거 알고리즘 

 

4.1.3. 특징 중요도 기반의 변수 선택 

MIDM는 그 결과로 중요도 벡터 𝑤를 산출하게 된다. 이는 각 

클래스 내 그룹의 중심점과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 특징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 중요도 임계점(Threshold)인 𝜃𝑎를 기반으로, 일정 중요도 𝜃𝑎 

이하인 모든 특징들을 배제함으로써 변수 선택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16]은 중요도가 중요도 하한 파라미터인 𝜃𝑎보다 작은 특징들

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인 MIDM 기반의 변수 선택 알고리즘

을 나타낸 것이다.  

input A, w 

output A 

begin select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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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1 ≤ 𝑗 ≤ 𝑚 do 

if (𝑤𝑗 ≤ 𝜃𝑎)  then 

     𝐴 = 𝐴\{𝑎𝑗}  

end if 

end for 

return 𝑍∗ 

[그림 16] 𝒁의 최적해 산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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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클래스 내 근접이웃 거리 최소화 모형 

 

본 절에서는 클래스 내 근접이웃 거리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통

하여 근접이웃 방식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앞서 서

술한 MIDM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

고, 각 그룹의 내부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근접 이웃 방식의 성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MIDM 알고리즘은 효율적으로 특징 별 중요도

를 산출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근접 이웃 방법론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아니며, 특징 간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리 척도를 학습하는 방법론

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순서쌍 또는 트리플렛 관계 제약을 이용한 

거리 척도 학습을 수행하였다. 트리플렛 관계와 순서쌍 관계 제약 

모두 근접 이웃 방법론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트리플렛 관계의 경우에는 세 개의 특징 벡터의 

조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두 개의 특징 벡터의 순서쌍을 고

려하는 순서쌍 관계에 비해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에 의하면, 잘 알려진 문서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 크기에 따라 약 10배에서 400배의 계산 시간 차

이가 있었다 [53].  

이에 따라,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형에서는 순서쌍 제약 

관계를 기반으로, 두 특징 벡터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에는 

거리를 좁히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에는 거리를 늘리는 선형 

변환 행렬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학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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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2.1. 클래스 내 근접이웃 거리 최소화 

𝑚개의 특징으로 구성된 두 개의 특징 벡터 쌍 (𝑥𝑖, 𝑥𝑗)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 𝑑𝑀(𝑥𝑖, 𝑥𝑗) 는 양의 준정부호행렬 𝑀 ∈ 𝑅𝑁𝑑×𝑁𝑑 을 

통해 식 (13)와 같이 표현된다. 

 𝒅𝑴(𝒙𝒊, 𝒙𝒋) = (𝒙𝒊 − 𝒙𝒋)
𝑻

𝑴(𝒙𝒊 − 𝒙𝒋) (13) 

주어진 𝑛개의 학습 데이터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에서 동일인 클래스에 속

하는 특징 벡터의 집합인 Xc  소속인 특징 벡터 사이의 거리를 최소

화하고,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특징 벡터 사이의 거리는 최대

화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행렬 M을 학습하는 문제의 목적 함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min
𝑀

∑ ∑ 𝑑𝑀(𝑥𝑖, 𝑥𝑗)

𝑖,𝑗∈𝑋𝑐𝑐∈𝐶

− ∑ ∑ 𝑑𝑀(𝑥𝑖, 𝑥𝑗)

𝑖∈𝑋𝑐,𝑗∈𝑋\𝑋𝑐𝑐∈𝐶

 

이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클래스 소속의 

특징 벡터들 사이의 거리, 또는 조합의 수에 비해, 다른 클래스 소

속의 특징 벡터들 사이의 거리 및 조합의 수가 큰 경우가 대다수이

므로, 지역 최적해가 특징 벡터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렴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산 시 고려되는 순서 조합의 수는 데이

터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므로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계산 상의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피하기 위해 거리에 대한 손

실함수(Loss function)와 지역 이웃(Local neighbor)을 활용하였다. 

손실함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손실함수인 힌지 손실함수(Hinge loss function)와 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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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 손실함수(Squared hinge loss function)를 적용하였다. 아래의 

(14)와 (15)은 각각 일반적인 힌지 및 힌지 제곱 손실함수를 나타

낸 것이다.  

 𝐿ℎ(𝑥)  =  [𝑥]+ = max(0, 𝑥)   (14) 

 𝐿𝑠(𝑥) =  [𝑥]+
2

= (max(0, 𝑥))2   (15) 

힌지 손실 함수는 0보다 작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을 0으로하

고,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그 값만큼의 손실을 부여한다. 그리고 

힌지 손실 함수의 제곱만큼의 손실을 부여한다. 힌지 손실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순서쌍간의 손실함수 최소화 모형

(PLMM : pairwise loss minimization model)을 통해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𝑀 행렬을 학습할 수 있다.  

 argmin
𝑀

𝐿(𝑀, 𝑋, 𝑌)

=  ∑ ∑ 𝐿ℎ(𝑑𝑀(𝑥𝑖, 𝑥𝑗) − 𝛼)

𝑖,𝑗∈𝑋𝑐𝑐∈𝐶

+ ∑ ∑ 𝐿ℎ(𝛽 − 𝑑𝑀(𝑥𝑖, 𝑥𝑗))

𝑖∈𝑋𝑐,𝑗∈𝑋\𝑋𝑐𝑐∈𝐶

 

(16) 

식 (16)의 의미는 아래의 [그림 17]에 도식화되어 있다. 한 특

징 벡터로부터 거리가 𝛼 이내이고, 같은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들

은 지역이웃 내에 있으므로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그 특징 

벡터로부터 거리가 𝛽 이상이고,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는 충

분히 먼 거리에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 벡터들도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된 특징 벡터로부터 거리가 𝛼  이상이고 같은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 및 거리가 𝛽  이하이고 다른 클래스에 속

한 특징 벡터들만이 손실 함수에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같은 방

식으로 힌지 제곱 함수를 활용한 PLMMsq도 학습 가능하며, 이와 

같이 지역이웃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특징 벡터 쌍 조합을 모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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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근접이웃 방법론의 성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림 17] 클래스 내 근접이웃 거리 감소 모형 

 

4.2.2. 최적화 알고리즘 

4.2.2.1. 비선형계획 모형 

힌지 손실함수를 이용한 PLMM의 클래스 내 근접이웃 거리 최

소화 모형은 다음과 같은 비선형계획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𝐚𝐫𝐠𝐦𝐢𝐧
𝑴

𝑳(𝑴, 𝑿, 𝒀)

=  ∑ ∑ 𝑳𝒉(𝒅𝑴(𝒙𝒊, 𝒙𝒋) − 𝜶)

𝒊,𝒋∈𝑿𝒄𝒄∈𝑪

+ ∑ ∑ 𝑳𝒉(𝜷 − 𝒅𝑴(𝒙𝒊, 𝒙𝒋))

𝒊∈𝑿𝒄,𝒋∈𝑿\𝑿𝒄𝒄∈𝑪

 

 

 𝑠. 𝑡.   

 𝑀 ≽  0   

힌지 제곱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𝐿을 𝐿𝑠로 치환하면 그에 맞는 

비선형계획을 얻을 수 있다.  

4.2.2.2. 𝐆𝐫𝐚𝐝𝐢𝐞𝐧𝐭 계산 

식 (13)에서 표현된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𝑃𝐺𝑖𝑗 = (𝑥𝑖 − 𝑥𝑗)(𝑥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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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𝑗)
𝑇
와 양의 준정부호행렬 𝑀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71].  

𝑑𝑀(𝑥𝑖, 𝑥𝑗) = tr(𝑀 ∙ 𝑃𝐺𝑖𝑗) 

이에 따라, 식 (16)에서 표현된 힌지 손실함수 기반의 목적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argmin
𝑀

𝐿(𝑀, 𝑋, 𝑌)

=  ∑ ∑ 𝐿ℎ(tr(𝑀 ∙ 𝑃𝐺𝑖𝑗) − 𝛼)

𝑖,𝑗∈𝑋𝑐𝑐∈𝐶

+ ∑ ∑ 𝐿ℎ(𝛽 − tr(𝑀 ∙ 𝑃𝐺𝑖𝑗))

𝑖∈𝑋𝑐,𝑗∈𝑋\𝑋𝑐𝑐∈𝐶

 

(17) 

Gradient 계산에 앞서, 동일 클래스에 속하며, 𝑑𝑀(𝒙𝑖, 𝒙𝑗) > 𝛼를 

만족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특징 벡터 인덱스들의 순서쌍 집합 

𝒜=와 다른 클래스에 속하며 𝛽 > 𝑑𝑀(𝒙𝑖, 𝒙𝑗)를 만족시키는 특징 벡터 

인덱스들의 순서쌍 집합 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𝒜= = {(𝑖, 𝑗)|𝑑𝑀(𝑥𝑖, 𝑥𝑗) > 𝛼, 𝑖, 𝑗 ∈ 𝑋𝑐} 

𝒜≠ = {(𝑖, 𝑗)|𝑑𝑀(𝑥𝑖, 𝑥𝑗) < 𝛽, 𝑖 ∈ 𝑋𝑐 , 𝑗 ∈ 𝑋\𝑋𝑐} 

식 (17)에서 첫 번째 부분은 𝒜=에 속하는 순서쌍만이 양의 값

을 가질 수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𝒜≠ 에 속하는 순서쌍만이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PLMM의 목적함수 (17)의 gradient 𝐺ℎ

는 각 손실 함수에 따라, 아래 식 (18)와 같이 표현된다. 

 
𝐺ℎ =

∂𝐿ℎ(𝑀, X, Y)

𝜕𝑀
= ∑ 𝑃𝐺𝑖𝑗

(𝑖,𝑗)∈𝒜=

− ∑ 𝑃𝐺𝑖𝑗

(𝑖,𝑗)∈𝒜≠

 
(18) 

힌지 제곱 함수를 손실함수로 이용하는 PLMMsq의 gradient 

𝐺𝑠도 𝐴=와 𝐴≠를 이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의 식 (1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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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𝑮𝒔  =
𝛛𝑳𝒔(𝑴,𝐗,𝐘)

𝝏𝑴
  

       = ∑ 𝟐𝑷𝑮𝒊𝒋 (𝒕𝒓(𝑴 ∙ 𝑷𝑮𝒊𝒋))(𝒊,𝒋)∈𝓐=   

− ∑ 𝟐𝑷𝑮𝒊𝒋 (𝒕𝒓(𝑴 ∙ 𝑷𝑮𝒊𝒋))(𝒊,𝒋)∈𝓐≠   

       = 𝟐(∑ 𝑷𝑮𝒊𝒋𝒅𝑴(𝒙𝒊, 𝒙𝒋)(𝒊,𝒋)∈𝓐=   

                − ∑ 𝑷𝑮𝒊𝒋𝒅𝑴(𝒙𝒊, 𝒙𝒋))(𝒊,𝒋)∈𝓐≠   

(19) 

4.2.2.3. 𝜶, 𝜷 결정 

PLMM에서 𝛼와 𝛽는 지역이웃의 크기와 마진의 크기를 결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마진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수 𝜃𝑚(>

1)을 도입하여 [그림 18]과 같은 휴리스틱을 사용하였다. [그림 18]

의 휴리스틱을 통해 산출된 𝛼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거리의 최댓

값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𝛽는 𝛼에 1보다 큰 상수 𝜃𝑚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𝑀0, 𝜃𝑚 

output 𝛼, 𝛽 

begin computeAlphaBeta 

𝛼 = max{ 𝑑𝑀(𝑥𝑖, 𝑥𝑗) ; (𝑖, 𝑗) ∈ 𝐴=}  

𝛽 = 𝛼 × 𝜃𝑚  

return 𝛼, 𝛽  

[그림 18] 𝜶, 𝜷 산출 휴리스틱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𝑀0, 𝜃𝑚 

output α, β 

begin computeAlphaBeta 

𝛼 = max{ 𝑑𝑀(𝑥𝑖, 𝑥𝑗) ; (𝑖, 𝑗) ∈ 𝐴=, 𝑗 ∈ 𝑁𝑁(𝑥𝑖, 𝑁𝑘)}  

𝛽 = 𝛼 × 𝜃𝑚  

return 𝛼, 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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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𝑵𝒌 근접이웃 𝜶, 𝜷 산출 휴리스틱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𝑘  근접이웃 방법은 가장 근접한 𝑘

개의 특징 벡터의 클래스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그림 18]과 같이 

같은 클래스 내의 모든 특징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모든 

순서쌍을 다 계산해보아야 할 뿐 만 아니라, 분류의 기준에 전혀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징 벡터들도 계산시 함께 고려된다. 이에 각 

특징 벡터 별로 𝑁𝑘개의 근접이웃의 거리만을 고려한 𝛼, 𝛽  휴리스틱

은 특징 벡터 𝑥𝑖의 𝑁𝑘 -근접이웃의 인덱스 집합인 𝑁𝑁(𝑥𝑖, 𝑁𝑘)를 이

용하여 아래의 [그림 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0] PLMM의 지역 이웃과 마진 

이렇게 결정된 𝛼, 𝛽를 사용함으로써 [그림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진의 크기는 α(𝜃𝑚 − 1)이 되므로, 𝜃𝑚을 통해 마진 크기

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더불어, 일정 반복 횟수가 넘으면 새로이 

𝛼와 𝛽값을 결정해줌으로써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4.2.2.4. 양의 준정부호행렬로의 투사 

input 𝑀 

output 𝑀(≽  0) 

begin projectionOntoSemidefiniteM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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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𝑉Δ𝑉𝑇 = 𝑀  
Δ = max (Δ, 0)  
𝑀 = 𝑉Δ𝑉𝑇  

return 𝑀  

[그림 21] 𝑴의 양의 준정부호행렬 투사 알고리즘 

PLMM의 유일한 제약 조건인 𝑀 이 양의 준정부호행렬이어야 

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각 반복의 마

지막에서 𝑀을 양의 준정부호행렬을 만족하도록 투사한다. 이는 𝑀

의 고유값 행렬분해(Eigen value decomposition)를 통하여 쉽게 얻

을 수 있다. diagonal matrix ∆에 대하여, 𝑉∆𝑉𝑇 = 𝑀이라 하면 𝑉는 

각 고유값(Eigen value)에 대응되는 직교정규행렬(Orthonormal 

matrix)이 된다. diagonal matrix ∆에서 0보다 작은 고유값을 모두 

제거한 diagonal matrix를 ∆+라 하면, 이를 통해 계산된 𝑉∆+𝑉𝑇는 

양의 준정부호행렬이 된다.  [그림 21]은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

한 것이다.  

4.2.2.5. 알고리즘  

Input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𝑀0, 𝜃𝑚, 𝜃𝑠 

output 𝑀∗ 

begin PLMM 

𝑡 = 0  

while (|𝐿(𝑀𝑡 , 𝑋, 𝑌) − 𝐿(𝑀𝑡−1, 𝑋, 𝑌)| > ε) ∨ (𝑡 < 𝑁𝑖𝑡𝑒𝑟) do 

If (mod(𝑡, 100) = 0)  then 

computeAlphaBeta({(𝑥𝑖, 𝑦𝑖)}𝑖=1
𝑛 , 𝑀𝑡 , 𝜃𝑚) 

end If 

If (𝐿(𝑀𝑡 , 𝑋, 𝑌) > 𝐿(𝑀𝑡−1, 𝑋, 𝑌))  then 

𝜃𝑠 =
𝜃𝑠

2
  

else  

𝜃𝑠 = 𝜃𝑠 × 1.01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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𝒜𝑡
= = {(𝑖, 𝑗)|𝑑𝑀𝑡

(𝑥𝑖, 𝑥𝑗) > 𝛼, 𝑖, 𝑗 ∈ 𝑋𝑐}  

𝒜𝑡
≠ = {(𝑖, 𝑗)|𝑑𝑀𝑡

(𝑥𝑖, 𝑥𝑗) < 𝛽, 𝑖 ∈ 𝑋𝑐 , 𝑗 ∈ 𝑋\𝑋𝑐}  

           𝐺𝑡 = ∑ (𝑥𝑖 − 𝑥𝑗)(𝑥𝑖 − 𝑥𝑗)
𝑇

(𝑖,𝑗)∈𝒜𝑡
= − ∑ (𝑥𝑖 − 𝑥𝑗)(𝑥𝑖 − 𝑥𝑗)

𝑇
(𝑖,𝑗)∈𝒜𝑡

≠    

           𝑀𝑡+1 = 𝑀𝑡 − 𝜃𝑠𝐺𝑡  
           𝑀𝑡+1 ≈ projectionOntoSemidefiniteMatrics(𝑀𝑡+1)  

𝑡 = 𝑡 + 1  

end for 

return 𝑀𝑡 

[그림 22] 최적화 알고리즘 

[그림 18]의 휴리스틱, 그리고 [그림 21]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으로 지역 최적해를 탐색 할 수 있다. 

PLMM과 PLMMsq는 gradient 및 목적 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각

각 식 (18)과 식 (19)의 gradient를 사용하고, 힌지 손실함수와 힌

지 제곱 손실함수를 활용하면 각 손실 함수 별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2]는 학습 데이터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 마진의 크기를 결

정하는 상수 𝜃𝑚과 스텝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 𝜃𝑠 , 그리고 초기 행

렬 𝑀0를 이용한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밑 

첨자 t는 반복 횟수에 대한 기호로, t가 밑 첨자로 있는 변수들은 t

번째 반복에서의 변수를 의미한다.  

gradient descent를 이용한 PLMM알고리즘의 수렴 조건은 반

복 수가 𝑁𝑖𝑡𝑒𝑟 이상이 되거나, 목적 함수 값의 변화가 상수 ε 이하일 

조건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𝛼, 𝛽는 매 100번째 반복마다 새로 계산

되며, 매 반복마다 𝒜𝑡
=와 𝒜𝑡

≠는 새로 구하게 된다. 그 후 gradient

를 계산하고, 기존에서 gradient 방향으로 𝜃𝑠만큼 움직인 𝑀𝑡+1을 구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양의 준정부호행렬로 투사한 후 반복 수를 

하나 증가시킨다. 이를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유

사 마할라노비스의 행렬 𝑀의 지역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스탭 크

기를 나타내는 𝜃𝑠는 목적 함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목적 함수 



 

42 

 

값이 기존보다 증가하였다면 𝜃𝑠 를 1/2만큼 감소시키고, 목적 함수 

값이 기존보다 감소하였다면 𝜃𝑠를 1%만큼 증가 시켰다.  

 

4.2.3. 차원 축소 

 

4.2.3.1. 특징 벡터의 선형 변환과 마할라노비스 거리  

식 (13)의 양의 준정부호행렬 𝑀은 𝐿𝑇𝐿 = 𝑀을 만족하는 행렬𝐿

을 통해 아래의 식 (20)로 표현할 수 있다.  

 𝑑𝑀(𝒙𝑖, 𝒙𝑗) = (𝑥𝑖 − 𝑥𝑗)
𝑇

𝑀(𝑥𝑖 − 𝑥𝑗) 

                  =∥ 𝑳(𝒙𝒊 − 𝒙𝒋) ∥𝟐
𝟐   

                  =∥ 𝑳𝒙𝒊 − 𝑳𝒙𝒋 ∥𝟐
𝟐   

(20) 

식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특징 

벡터 𝑥𝑖 와 𝑥𝑗 를 각각 행렬 𝐿 ∈ 𝑅𝑁𝑑× 𝑁𝑑 로 선형 변환(Linear 

transformation) 시킨 후의 선형 변환 공간에서의 유클리디언 거리

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행렬 𝐿은 𝐿: 𝑅𝑁𝑑 → 𝑅𝑁𝑑인 선형 변환 

행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학습을 통하여 도출된 선형 변환 행렬 

𝐿을 더 낮은 차원으로 투사하는 선형 변환 행렬 𝐿′: 𝑅𝑁𝑑 → 𝑅𝑁𝑑
′
(𝑁𝑑 >

𝑁𝑑
′)으로 만든다면, 효과적으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4.2.3.2. PLMM 기반 차원 축소 알고리즘  

input 𝑀 ∈ 𝑅𝑁𝑑×𝑁𝑑 , 𝑁𝑑
′  

output 𝐿′ ∈ 𝑅𝑁𝑑
′ ×𝑁𝑑  

begin dimensionReduction 

𝑉Δ𝑉𝑇 = 𝑀  

while 𝑟𝑎𝑛𝑘(Δ) > 𝑁𝑑
′  do 

     Δ = Δ − min (Δ)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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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 = √Δ𝑉   

return 𝐿  

[그림 23] PLMM 기반 차원 축소 알고리즘 

 

𝐿𝑇𝐿 = 𝑀를 만족하는 𝐿을 구하기 위해서는 𝑀을 행렬분해 하여

야 한다. [그림 22]의 PLMM 알고리즘에서 𝑀을 양의 준정부호행렬

로 투사하기 위하여 [그림 21]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𝑀의 고유값 행렬분해를 수행 하게 된다. 𝑀의 고유값 행렬분해

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𝑀 = 𝑉Δ𝑉𝑇 = 𝑉√Δ
𝑇

√Δ𝑉𝑇 = (√Δ𝑉)
𝑇

(√Δ𝑉𝑇) 

따라서, 𝐿 = √Δ𝑉로 치환하면 알고리즘 도중에 사용되는 고유값 

행렬분해를 통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𝐿 을 구할 수 있다. 𝑉 는 

diagonal matrix ∆의 diagonal element들에 대응되는 직교정규행렬

이므로, 고유값이 클수록 𝐿 = √Δ𝑉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고유값이 작은 순으로 ∆에서 𝑟𝑎𝑛𝑘(𝛥) = 𝑁𝑑
′이 만족할 때까지 제거한 

diagonal matrix를 ∆′라 하면, 𝐿′ = √Δ′𝑉는 𝐿′: 𝑅𝑁𝑑 → 𝑅𝑁𝑑
′  을 만족하

는 선형 변환 행렬이 된다. 선형 변환 행렬 𝐿: 𝑅𝑁𝑑 → 𝑅𝑁𝑑을 더 낮은 

차원으로 투사하는 선형 변환 행렬 𝐿′: 𝑅𝑁𝑑 → 𝑅𝑁𝑑
′
(𝑁𝑑 > 𝑁𝑑

′)은 [그림 

23]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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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및 결과 

 

4.3.1. 학습 및 실험 데이터 셋 

제안된 방법의 성능 비교 및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셋

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

법론은 연속적인 근접이웃방법을 통한 분류 문제 해결 후, 그 해를 

활용하여 새로운 스케줄을 생성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근접이웃방법론의 성능 및 스케줄링 방법론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모두 수반되어야 한다.  

근접이웃방법론은 전통적인 분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근접이웃

방법의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분류 문제의 검증 

데이터로 널리 사용되는 UCI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비교 대상 

방법론으로는 기초 모형인 1-NN, 그리고 거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ITML, 그리고 LMNN과의 성능을 제안한 방법론

들인 MIDM, PLMM, PLMMsq와 비교하였다. 사례기반추론을 통한 

스케줄링 기법에 적용 시 향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6x6 다중 잡

샵 문제 및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해를 쌓기 위

해 사용된 MILP 모형 및 GA가 각각 제안한 방법론 적용 시의 결

과와 함께 비교되었다.  

UCI 저장소에서는 기계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 셋을 제공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이 중에서 분류 문제에 관련된 것을 사

용하였으며, 이진 분류 문제부터 15개의 클래스를 가진 다중 분류 

문제까지 총 16가지의 다양한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다. 학습 및 평

가 데이터는 2:1로 랜덤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사용된 데이터 

셋의 정보는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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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UCI 분류 문제 실험 데이터 셋 

데이터 셋 

이름 

클래스 

수 
특징 수 

데이터 

셋 크기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Appendicitis 2 7 106 71 35 

Cleveland 5 13 297 198 99 

Ecoli 8 7 336 224 112 

movement_libras 15 90 360 240 120 

Pima 2 8 768 512 256 

Ring 2 20 7400 4933 2467 

Segment 7 19 2310 1540 770 

Sonar 2 60 208 139 69 

Spambase 2 57 4597 3065 1532 

Texture 11 40 5500 3667 1833 

Twonorm 2 20 7400 4933 2467 

Wdbc 2 30 569 379 190 

Wine 3 13 178 119 59 

winequatlity-red 11 11 1599 1066 533 

winequality-white 11 11 4898 326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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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st 10 8 1484 989 495 

 

6x6 다중 잡샵 문제는 일반 6x6 잡샵 문제에 각 잡의 수를 변

화시킨 문제이다. 각 잡의 생산량을 1~3까지 랜덤하게 변화시켰으

며 목적 함수로는 makespan과 flow time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데이터 셋을 생성하였다. 각 목적함수 별로 총 150개의 문

제를 Cplex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산출하였으며, 그렇게 산출된 해

를 통하여 사례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아래의 [표 4]는 잡샵 문제의 

데이터 셋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6x6 잡샵 데이터 셋 

데이터 셋 

이름 

클래스 

수 
특징 수 

데이터 

셋 크기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JSFlowTime 36 84 9192 6128 3064 

JSMakespan 36 84 9192 6128 3064 

 

아래의 [표 5]는 실험에 사용될 반도체 공정의 정보를 서술한 

것이다. 각 데이터 셋은 [91]에서 제안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다

루고 있으며, 각기 다른 설비 수, 잡 종류 수, 공정 종류 수, 및 평

균 공정 수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공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

산 요구량 변동 폭이 작은 데이터 셋과 큰 데이터 셋을 구분하였으

며, 각각 ±10%와 ±40%의 생산량 변동 요구량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데이터 셋 3번과 4번은 [91]와 매우 유사한 잡 및 공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 사례 베이스의 사례들은 [91]의 유전자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사례들을 만들 시 사용한 변수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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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셋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고, 가장 좋은 목적 함수 값을 

도출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5]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의 공정 정보 

데이터 

셋 번호 
설비 수 

잡  

종류 수 

공정 

종류 수 

평균  

공정 수 

생산 

요구량 

변동 

1 100 10 4.5 7000 ±10% 

2 100 10 4.5 7000 ±40% 

3 200 7 6 5000 ±10% 

4 200 7 6 5000 ±40% 

5 400 5 7.2 7000 ±10% 

6 400 5 7.2 7000 ±40% 

 

[표 6]은 각 데이터 셋 별로 클래스 수 및 특징 수, 학습 및 평

가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의 각 데이터 셋에 해당

하는 30개의 문제를 학습 데이터로, 20개의 문제를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풀어 계획을 생성한 후, 

이들을 사례들로 변환한 것이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근접 이웃 방법론을 다룰 때 가장 빈번하

게 사용되는 오분류율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셋 {(𝑥𝑖, 𝑦𝑖)}𝑖=1
𝑁𝑣 에 대하

여 𝑥𝑖 를 임의의 분류기로 분류한 클래스를 �̂�𝑖 라 하면, 오분류율은 

입력이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인 함수 𝐼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측정할 수 있다.  

오분류율 =
∑ 𝐼(�̂�

𝑁𝑣
𝑖=1 𝑖

≠ 𝑦𝑖)

𝑁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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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반도체 사례 분류 문제 데이터 셋 

반도체 

데이터 셋 

번호 

클래스 수 특징 수 
데이터 셋 

크기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1 112 1126 33938 21024 12914 

2 120 1126 39174 26198 12976 

3 488 982 86961 58082 28879 

4 490 982 81912 55586 26326 

5 412 734 133126 84143 48983 

6 414 734 126060 83118 42942 

 

4.3.2. 학습 곡선 및 차원 축소 

 
[그림 24] Ring 데이터의 반복 수 증가에 따른 PLMM의 학습 곡선. 

x축은 반복 수를 y축은 오분류율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근접 이웃 방식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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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M 및 PLMMsq의 𝑁𝑖𝑡𝑒𝑟에 따른 학습 곡선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에는 UCI 데이터 셋 중에서 Pima 와 Ring을 사용하였다.  

 
[그림 25] Pima 데이터에 대한 차원 축소. x축은 축소된 차원 

크기이며 y축은 오분류율을 의미한다. 

[그림 24]는 각 데이터 셋에 대하여 반복 수 증가에 따른 오분

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반복의 초반부부터 오분류율이 크게 요동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초반의 오분류율 변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𝛼, 𝛽 휴리스틱에서 𝛼를 동일 클래스의 𝑁𝑘-근

접 이웃 중에서 가장 먼 것의 거리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반복의 시작 부분에서 손실 함수의 첫 부분을 0으로 만들게 되고, 

따라서 𝒜= = ∅이 된다. 즉, gradient 계산 시에 𝒜≠만 고려되게 되

므로, 초반 반복에서는 같은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의 거리를 줄

이는 것 보다 다른 클래스에 속한 특징 벡터를 늘이는 데에만 집중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후 반복 횟수가 지나 𝒜= ≠ ∅을 만족하게 

되면 서로가 함께 고려되어 전체적인 오분류율을 줄이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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𝜃𝑠가 너무 큰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각 데이터 별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원 축소 알고리즘에 따라 차원을 축소한 경우의 오분류율을 나타

낸 것이다. 특징 차원을 축소 할 시에, 고유값이 작은 부분을 없앰

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 이후 특징 

차원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다시 오분류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

인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에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26] Ring 데이터에 대한 차원 축소. x축은 축소된 차원 

크기이며 y축은 오분류율을 의미한다. 

 [그림 27]은 Pima 데이터 셋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차

원 축소 기법인 PCA를 적용한 것과 PLMMsq를 통하여 축소한 것

을 비교한 것이다. PLMMsq를 통해 차원을 축소한 경우에 같은 클

래스에 속한 원소들이 더 거리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  



 

51 

 

 

 
[그림 27] Pima 데이터 셋을 5개의 차원으로 축소한 PCA와 

PMMLsq 비교 

 

4.3.3. 근접 이웃 방식 성능 비교 

기존 방법론과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UCI 데

이터 셋을 이용한 근접 이웃 방식의 오분류율을 측정하였다. 사례기

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에서 1-근접 이웃을 사용하므로, 

성능 비교에서도 1-근접 이웃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7]은 아무런 

방법론도 적용하지 않은 1-근접 이웃 방법의 오분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다른 방법론 적용 시에 대한 성능 비교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표 8]은 MIDM의 𝑁𝑔를 변화시키며 학습 시간, 학

습 데이터의 오분류율 및 평가 데이터의 오분류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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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데이터 셋 별 1-근접 이웃 방법의 오분류율 

데이터 셋 이름 

학습 데이터 

오분류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appendicitis 0.1857 0.2222 

Cleveland 0.601 0.6263 

Ecoli 0.2232 0.1964 

movement_libras 0.1875 0.175 

Pima 0.3145 0.3477 

Ring 0.2335 0.2663 

Segment 0.0416 0.0377 

Sonar 0.1957 0.1714 

Spambase 0.1782 0.1872 

Texture 0.0104 0.0136 

Twonorm 0.0582 0.0507 

Wdbc 0.0633 0.1158 

Wine 0.2712 0.2833 

winequatlity-red 0.4447 0.4296 

winequality-

white 0.449 0.4446 

Yeast 0.4914 0.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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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IDM(𝑵𝒈)의 근접 이웃 방법론 오분류율 비교. *는 단순 1-

근접 이웃 방법을 적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가장 작은 오분류율을 

의미한다. 

데이터 셋 

이름 

MIDM(1) MIDM(3)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appendicitis 0.01 0.20 0.22 0.03 0.20 0.22 

cleveland 0.02 0.62 0.61* 0.06 0.61 0.63 

ecoli 0.01 0.25 0.21 0.02 0.27 0.21 

movement-

libras 
0.08 0.19 0.18 0.06 0.18 0.16* 

pima 0.03 0.32 0.34 0.04 0.31 0.32* 

ring 0.09 0.26 0.27 0.62 0.27 0.26* 

segment 0.02 0.04 0.04 0.14 0.04 0.04 

sonar 0.00 0.20 0.16 0.03 0.17 0.17 

spambase 0.09 0.19 0.20 0.65 0.19 0.20 

texture 0.07 0.01 0.02 0.93 0.01 0.02 

twonorm 0.06 0.06 0.05 0.50 0.06 0.05 

wdbc 0.01 0.07 0.12 0.05 0.07 0.12 

wine 0.01 0.26 0.28 0.01 0.28 0.28 

winequatlity

-red 
0.01 0.45 0.43 0.05 0.45 0.44 

winequality

-white 
0.02 0.45 0.46 0.10 0.44 0.44 

yeast 0.01 0.49 0.49 0.03 0.50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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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셋 

이름 

MIDM(5) MIDM(10)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appendicitis 0.06 0.21 0.17* 0.06 0.24 0.17* 

cleveland 0.04 0.61 0.62 0.10 0.62 0.61* 

ecoli 0.01 0.25 0.21 0.01 0.25 0.23 

movement-

libras 
0.09 0.18 0.16* 0.59 0.18 0.16* 

pima 0.05 0.32 0.34 0.06 0.32 0.33 

ring 2.11 0.26 0.26* 5.15 0.29 0.28 

segment 0.20 0.05 0.04 0.55 0.05 0.04 

Sonar 0.02 0.17 0.13* 0.09 0.17 0.13* 

Spambase 1.61 0.19 0.19 3.66 0.20 0.20 

Texture 1.35 0.02 0.02 4.57 0.03 0.02 

Twonorm 0.98 0.06 0.05 4.51 0.07 0.06 

Wdbc 0.06 0.07 0.10* 0.11 0.07 0.10* 

Wine 0.00 0.25 0.23 0.02 0.21 0.20* 

winequatlity

-red 
0.06 0.45 0.43 0.17 0.45 0.43 

winequality

-white 
0.26 0.44 0.44 0.58 0.44 0.44 

Yeast 0.02 0.49 0.49 0.02 0.48 0.49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6개의 데이터 셋 중에서 9

개의 데이터 셋에서 더 낮은 오분류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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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 폭이 낮은 것은 MIDM은 직접적으로 근접 이웃 방식

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는 그룹 

단위로 내부 거리를 줄이는 방식이므로, 학습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9]는 힌지 손실 함수를 사용한 PLMM과 

제곱 힌지 손실 함수를 사용한 PLMM인 PLMMsq, 그리고 순서쌍 

관계를 학습한 대표적인 모형인 ITML과 트리플렛 관계를 학습하는 

LMNN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ITML과 LMNN의 각종 파라미터

들은 기본값을 활용하였다. PLMM의 초기 행렬 𝑀0 는 모든 

diagonal element가 1인 diagonal matrix를 이용하였으며, 𝑁𝑘 = 3, 

𝜃𝑠 = 0.01로 다른 방법론들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표 9] LMNN, ITML, PLMM, PLMMsq의 근접 이웃 방법론 

오분류율 비교. *는 단순 1-근접 이웃 방법 및 MIDM을 적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가장 작은 오분류율을 의미한다. 

데이터 셋 

이름 

LMNN ITML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

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

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Appendiciti

s 1.07 0.20 0.19* 3.82 0.19 0.22 

Cleveland 6.33 0.54 0.48* 44.63 0.60 0.62 

Ecoli 2.43 0.24 0.24 44.31 0.23 0.19* 

movement-

libras 
5.44 0.18 0.17* 

236.9

9 
0.18 0.17* 

Pima 5.96 0.29 0.35 4.30 0.32 0.32 

Ring 221.00 0.25 0.26 10.44 0.21 0.20 

Segment 16.31 0.03 0.03* 56.38 0.03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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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r 2.21 0.16 0.13* 5.54 0.15 0.33 

Spambase 173.23 0.18 0.19 5.96 0.22 0.20 

Texture 12.75 0.01 0.01* 
102.8

7 
0.01 0.01* 

Twonorm 49.86 0.05 0.04* 8.27 0.05 0.04* 

Wdbc 3.47 0.05 0.08* 4.38 0.06 0.10 

Wine 1.51 0.06 0.07 17.57 0.11 0.07 

winequatlity

-red 
79.55 0.45 0.40 49.36 0.45 0.40 

winequality

-white 
100.23 0.45 0.44 52.03 0.42 0.41 

Yeast 24.72 0.50 0.48* 50.94 0.49 0.48* 

 

데이터 셋 

이름 

PLMM PLMMsq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

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학습 

시간 

(초) 

학습 

데이터 

오분류

율 

평가 

데이터 

오분류율 

Appendiciti

s 0.59 0.17 0.19* 0.02 0.17 0.22 

Cleveland 1.49 0.51 0.56 0.07 0.59 0.64 

Ecoli 0.39 0.26 0.31 0.06 0.23 0.28 

movement-

libras 27.97 0.18 0.18 0.51 0.15 0.17* 

Pima 1.83 0.32 0.29* 7.21 0.31 0.32 

Ring 11.73 0.17 0.17* 1.96 0.22 0.22 

Segment 32.83 0.03 0.03* 37.48 0.04 0.05 

Sonar 1.83 0.07 0.17 26.47 0.12 0.17 

Spambase 4.47 0.11 0.13* 6.08 0.1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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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44.69 0.01 0.01* 

179.2

2 0.01 0.01* 

Twonorm 3.82 0.04 0.04* 2.74 0.04 0.04* 

Wdbc 1.59 0.06 0.08* 0.30 0.11 0.11 

Wine 1.20 0.08 0.05* 0.05 0.30 0.35 

winequatlity

-red 0.50 0.44 0.38* 0.68 0.44 0.39 

winequality

-white 6.38 0.43 0.41 0.59 0.42 0.39* 

Yeast 1.62 0.50 0.48* 0.46 0.50 0.53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LMM이 16개의 데이터 셋 

중에서 가장 낮은 경우가 11번, 그 다음이 LMMN 9번 이었다. 이

는 PLMM을 통하여 근접 이웃 방법의 성능이 개선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PLMMsq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단지 4개의 데이터 셋에서만 오분류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5개의 

데이터 셋에서 가장 낮았던 ITML과 유사하다. PLMMsq의 성능이 

비슷한 접근법인 PLMM에 비해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1-근접 이웃의 특성 상, 조그만 왜곡에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PLMMsq가 사용한 힌지 제곱 손실 함수의 

패널티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거리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

로 커지게 된다. 이는 결국 거리가 큰 일부 특징 벡터들의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8]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wine 데이터 

셋과 PLMM 및 PLMMsq 적용 후의 wine 데이터 셋을 3차원 공간

에 표현한 것이다. (a) 원래 데이터에 비해 (b) PLMM은 공간을 늘

림으로써 데이터 포인트들의 구별을 더 쉽게 했으며, (c) PLMM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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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을 좁힘으로써 거리가 먼 특징 벡터들에 의해 생기는 손실

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그림 28] (a)와인 데이터 셋과 (b)PLMM 적용 후의 와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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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그리고 (c)PLMMsq 적용 후의 와인 데이터 셋 

 

 
[그림 29] 학습 시간 비교 

[그림 29]는 근접 이웃 성능 향상 방법론의 학습 시간을 비교

한 것이다. 학습 시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ITML이 학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LMMN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의 20%를 검

증 데이터(Validation set)로 활용하여 반복 중간에 학습을 끝내는 

early stopping rule이 있어 일부 데이터에서 매우 빠르게 학습이 

수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PLMM은 대부분에서 가장 빨랐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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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멈춤 규칙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데이터 셋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PLMMsq는 PLMM과 비교하여 느린 수행 

속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PLMM에 비해 gradient 

계산에서 추가적인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4.3.4.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에 적용 

본 절에서는 직접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makespan과 flow time을 목적함수로 하는 6x6 다중 잡샵 문

제 및 가동률을 목적함수로 하는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 데이터 셋

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관찰하였다.  

4.3.4.1. 6x6 다중 잡샵 문제  

[그림 30]과 [그림 31]은 각각 JSMakespan 데이터 셋 및 

JSFlowTime 데이터 셋의 거리 학습 전후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제안한 세 알고리즘이 모두 오분류율을 감소시켰

으며, 가장 좋은 경우 데이터 셋 각각에 대해 기초적인 1-근접 이

웃 방식에 비하여 약 36%, 50%의 오분류율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

림 32]는 데이터 셋 별 학습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UCI 

데이터 셋에서와 마찬가지로 MIDM이 가장 빠르며, PLMMsq가 가

장 느림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은 각 데이터 셋 별로 학습된 거리를 적용하여 사례

기반추론을 기반으로 잡샵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의 목적함수를 나

타낸 것이다. JSMakespan 데이터 셋의 경우에는 약 4~5%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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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JSFlowTime 데이터 셋에서는 약 1~2%의 

미미한 성능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0] JSMakespan 데이터 셋 오분류율 비교. (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 (우) 평가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 

 

 
[그림 31] JSFlowTime 데이터 셋 오분류율 비교. (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 (우) 평가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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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데이터 셋 별 학습 소요 시간 (초) 

 

 
[그림 33] 데이터 셋 별 목적 함수 비교.(좌) JSMakespan 데이터 

셋의 makespan 비교. (우) JSFlowTime 데이터 셋의 flow time 

비교 

 

4.3.4.2.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   

다음 [표 10]은 각 방법론 별로 오분류율을 비교한 것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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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들은 앞서 UCI 데이터 셋에서의 실험과 동일하게 설정하였

으며, 반도체 데이터 셋에서의 𝑁𝑖𝑡𝑒𝑟는 학습 데이터의 20%를 검증 

데이터로 하는 이른 멈춤 규칙 [71]을 활용하여 각 데이터 셋 별로 

다르게 결정하였다. PLMM과 PLMMsq를 학습 할 때는 데이터 셋 

내에서 크기가 4 이하인 클래스는 제외하였다.  

[표 10] 각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셋 별 오분류율. *은 가장 낮은 

오분류율은 보인 경우를 의미한다.  

 

데이터 셋 번호 

1 2 3 4 5 6 

- 

학습 

데이

터 

0.598 0.545 0.923 0.911 0.776 0.736 

평가 

데이

터 

0.604 0.792 0.926 0.913 0.777* 0.735* 

MIDM 

학습 

데이

터 

0.501* 0.459* 0.810* 0.799* 0.672* 0.645* 

평가 

데이

터 

0.633 0.760 0.929 0.916 0.792 0.756 

PLMM 

학습 

데이

터 

0.554 0.497 0.923 0.913 0.777 0.741 

평가 

데이

터 

0.564* 0.730* 0.923* 0.912* 0.779 0.741 

PLMMsq 

학습 

데이

터 

0.599 0.577 0.916 0.905 0.7772 0.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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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데이

터 

0.61 0.823 0.950 0.960 0.7766 0.7375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관적으로 MIDM이 학습 

데이터의 오분류율을 가장 많이 저하시켰다. 평가 데이터의 오분류

율은 PLMM이 많이 저하시켰으나, 데이터 셋 1, 2를 제외하면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차원 수가 늘어나고, 클래스의 

수가 커짐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부거리를 최소화하는 

MIDM이 학습 데이터를 과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LMMsq의 경우는 학습 데이터의 오분류율도 감소 시키지 못한 경

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앞서 와인 데이터 셋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간을 좁히면서 오히려 근접 이웃 방식의 성

능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데이터 셋 별 크기가 4이하인 클래스 비율  

또한, [그림 3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셋 별로 크

기가 4 이하인 클래스가 적게는 4%에서 20%가 넘게 산재되어 있

어 각 특징 벡터당 적어도 𝑁𝑘 개의 클래스 내 근접 이웃이 필요한 

PLMM 및 PLMMsq의 특성 상,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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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IDM, PLMM, PLMMsq의 수행 속도 비교. x축은 각 

데이터 셋 번호를 의미하며, y축은 수행 시간(초)을 의미한다. 

[그림 35]는 각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예상

한 바와 같이, MIDM이 모든 데이터 셋에서 MIDM이 가장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는 gradient 계산 및 고유값 행렬 분해가 필요한 

PLMM이나 PLMMsq는 학습 데이터의 수와 특징 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그 계산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표 11] 각 방법론 및 데이터 셋 별 가동률 비교 

비교 

방법론 

데이터 셋 번호 

1 2 3 4 5 6 

GA 
0.71 0.70 0.68 0.66 0.62 0.61 

- 
0.60 0.62 0.62 0.59 0.59 0.52 

MIDM 
0.62 0.66 0.63 0.59 0.57 0.51 

PLMM 
0.61 0.58 0.56 0.55 0.41 0.53 

PLMMsq 
0.59 0.63 0.53 0.55 0.57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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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 방법론 및 데이터 셋 별 수행 시간 비교 

비교 

방법론 

데이터 셋 번호 

1 2 3 4 5 6 

GA 
9088 8219 6906 7423 11240 12075 

- 
16.8 18.2 16.8 41.8 21.7 31.1 

MIDM 
13.3 12.2 18.9 29.8 20.4 16.5 

PLMM 
13.1 13.4 34.7 38.1 38.9 44.8 

PLMMsq 
11.4 21.5 17.7 24.7 30.3 30.5 

 

[표 11]과 [표 12]는 각각 방법론의 결과를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에 적용하여 그 목적함수인 가동률 및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각 데이터 셋 별로 총 30가지 문제를 사용

하였으며, 사례 베이스로는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례 베이스 

크기의 변화에 따라 성능이 다르므로, 가장 좋은 가동률을 보인 사

례 베이스 크기를 찾고, 그 때의 가동률을 나타내었다. MIDM 적용 

시, 𝜃𝑎 = 0으로 하여 가중치가 0으로 평가된 특징들은 제거하였으며, 

PLMM 및 PLMMsq 적용 시에는 고유값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제

거한 차원 축소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원래 차원과 축소

된 차원은 다음 [그림 3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셋 1

과 2에서 최대 74%에서 최소 1.5%였다. 감소된 차원의 수는 

MIDM이 모든 경우 가장 많았으며, PLMM, PLMMsq 순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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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각 방법론 별 차원 축소 비율. x축은 데이터 셋의 번호를 

y축은 차원 축소 비율을 %로 나타낸 것이다.  

[표 11] 및 [표 1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IDM

은 동일한 가중치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 대부분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MIDM은 학습 데이터의 오분류율을 효과적으로 줄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대 6.7%의 성능 향상으로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PLMM이나 PLMMsq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스케줄링 문제의 성능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

다. 이들은 UCI 데이터를 통하여 근접 이웃 방식의 성능을 효과적

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문제 및 시스템의 특성 상 일

반 근접 이웃과는 또 다른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유사도를 여러 개의 세부 유사도로 변환하여, 이

에 대한 혼합 유사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절

에서는 스케줄링 문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하나의 유사도를 여러 개

의 세부 유사도로 분해하고, 이를 재조립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유사

도를 만드는 계층적 유사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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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계층적 

유사도 

 

5.1. 계층적 유사도 

 

MIDM과 PLMM은 거리 기반 유사도는 특징 벡터 간의 가중 

유클리디언 거리 및 유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거리 기반 유사도는 각 특징 벡터의 차이에 비

례하여 특징 벡터 간의 거리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사례기반추론

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에서 특징 벡터에 대응되는 마킹은 각 플

레이스의 토큰 수로 구성되며, 이러한 토큰들은 소속된 플레이스의 

의미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즉, 마킹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TPN의 마킹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여러 종류의 계층

으로 분해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플레이스 그룹 사이의 유사도를 

혼합하는 방식의 유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유사도의 계층은 각 스케줄링 문제에 따라 서로 다

르게 구분되어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칩 접착 및 와이어본드 스케

줄링 문제에서 제안된 반도체 공장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었다 [91]. 

마킹을 표현하는 각 플레이스들을 계층적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레이스 그룹 별 유사도를 하나로 통합한 유사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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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변수와 파라미터의 표기, 종류 및 설명 

표기 종류 설명 

𝐽𝑖 잡 𝑖 번째 잡 종류  

𝑂𝑖,𝑗 공정 𝑖 번째 잡 종류의 𝑗 번째 공정 

𝑚𝑖 설비 𝑖 번째 설비 

𝜋𝑖,𝑗,𝑖′,𝑗′  시간 𝑂𝑖,𝑗에서 𝑂𝑖′,𝑗′로 설비 교체 수행 시간 

𝜋𝑖,𝑗 시간 
𝑖  번째 잡 종류의 𝑗  번째 공정의 

수행 시간 

𝑁𝑀 양의 정수 반도체 문제에서의 설비의 수 

𝑁𝐽 양의 정수 반도체 문제에서의 잡의 수  

𝒑𝒊,𝒋
𝒎 플레이스 

𝑶𝒊,𝒋 로 셋업된 설비를 나타내는 

플레이스 

𝒑𝒊,𝒋
𝑷  플레이스 

𝑶𝒊,𝒋 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 중인 

상태를 의미하는 플레이스 

𝒑𝒊,𝒋
𝑾 플레이스 

𝑶𝒊,𝒋 에 해당하는 공정의 수행을 

마치고 다음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를 의미하는 플레이스 

𝒑𝒊
𝑱
 플레이스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잡 종류 

𝑱𝒊의 잡에 대한 플레이스 

𝒑𝒊,𝒋,𝒊′,𝒋′
𝑺  플레이스 

𝑶𝒊,𝒋 에서 𝑶𝒊′,𝒋′ 로 셋업 교체 중인 

설비에 대한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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𝒑𝑼 플레이스 
동시 가용 작업자 수를 나타내는 

플레이스 

𝒕𝒊,𝒋,𝒊′,𝒋′
𝑺  트랜지션 

점화 시 𝑶𝒊,𝒋 에서 𝑶𝒊′,𝒋′ 로 셋업 교체 

시작을 의미하는 트랜지션 

𝒕𝒊,𝒋,𝒊′,𝒋′
𝑭  트랜지션 

점화 시 𝑶𝒊,𝒋 에서 𝑶𝒊′,𝒋′ 로 셋업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트랜지션 

𝒕𝒊,𝒋
𝑺  트랜지션 

점화 시 𝑶𝒊,𝒋  수행 시작을 의미하는 

트랜지션 

𝒕𝒊,𝒋
𝑭  트랜지션 

점화 시 𝑶𝒊,𝒋  수행 완료를 의미하는 

트랜지션 

 

 

5.1.1.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스케줄링 문제 

칩 접착 및 와이어본드 스케줄링 문제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에

서의 스케줄링 문제이다.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연마(Back lab), 절

단(Sawing), 칩 접착(Die attach, DA), 와이어본드(Wire bond, WB)

의 네 가지 주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94]. [그림 37]은 반도

체 패키징 라인의 주요 공정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반도체 패키

징 라인에서의 공정은 연마와 절단 과정을 거친 후, 칩 접착과 와이

어본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칩 접착 및 

와이어본드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칩 접착 공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칩 접착과 와이어본드 공정이 반복적으로 이

루어진 제품을 multi-chip product라고 한다. Multi-chip product

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의 설비로 다수의 칩 접착 및 와이어

본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칩 접착 및 와이어본드 공정은 연

마와 절단 과정에 비하여 짧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

정에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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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접착 및 와이어

본드 스케줄링 문제는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는 칩 접착 및 와이어

본드 공정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95]. 이는 공정 시퀀

스에 따른 셋업 교체 시간을 고려한 유연 잡샵 스케줄링 문제로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37]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주요 공정 흐름 예시 

본 문제에서는 총 𝑁𝐽개의 잡(Job)과 𝑁𝐽𝑇개의 잡 종류(Job type)

가 있으며, 𝑁𝑀개의 설비에서 수행된다. 𝑖 번째 잡 종류와 설비는 각

각 𝐽𝑖 , 𝑚𝑖로 표기하였다. 잡은 공정의 시퀀스(Sequence)로 이루어

져 있으며, 공정 간에는 선후 제약 조건(Precedence constraint)이 

존재한다. 임의의 두 잡의 공정 순서는 잡 종류가 같다면 동일하다. 

𝑖 번째 잡의 𝑗 번째 공정 종류(Operation type)은 𝑂𝑖,𝑗이고, 공정 종

류가 𝑂𝑖,𝑗인 모든 공정의 수행 시간(Processing time)은 𝜋𝑖𝑗로 동일

하다. 

공정 종류가 𝑂𝑖,𝑗 인 공정은 𝑂𝑖,𝑗 의 대체 설비(Alternative 

machines)에 속하는 어떤 설비에서도 수행 가능하며, 한 설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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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한 공정만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그 설비는 수행하고자 

하는 공정의 공정 종류로 셋업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 

종류가 𝑂𝑖,𝑗인 임의의 공정이 𝑚𝑘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𝑚𝑘의 셋업 

상태(Setup status)가 𝑂𝑖,𝑗이어야 한다. 설비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

정 종류로 셋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공정으로 셋업 교체(Setup 

change)를 수행하여야 한다. 셋업 교체에는 시간이 걸리며, 그 동

안에는 어떤 공정도 수행할 수 없다. 𝑚𝑘의 셋업을 𝑂𝑖,𝑗에서 𝑂𝑖′,𝑗′으

로 바꾸기 위해서는 𝜋𝑖,𝑗,𝑖′,𝑗′의 시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𝜋𝑖,𝑗,𝑖′,𝑗′

는 𝑖 = 𝑖′이고, 𝑗 = 𝑗’이면 0이며, 나머지 경우에는 0보다 큰 양수 값

을 갖는다.  

이에 아래의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초기 셋업 상태 제약 조건: 초기 셋업 상태 및 계획에서 할

당된 첫 공정이 셋업 교체를 유발할 수 있다.  

 작업자 수 제약 조건: 한 스케줄링 문제에서 동시에 수행 가

능한 셋업 교체의 수에 대한 상한이 있다.  

 

5.1.2. 시간 패트리 넷  

본 절에서 다루는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TPN은 크게 

자원 플레이스(Resource place), 잡 플레이스(Job place), 공정 플

레이스(Operation place), 그리고 셋업 플레이스(Setup place)의 네 

가지 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TPN의 기본 구조는 

[그림 38]에 나타나 있으며, 언급되지 않은 모든 플레이스에 대해

서는 𝜏(𝑝) = 0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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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를 표현하는 TPN의 기본 구조 

5.1.2.1. 자원 플레이스 

자원 플레이스는 설비 및 작업자 수를 표현한다. [그림 38]의 

𝑝𝑖,𝑗
𝑚는 셋업 상태(Setup status)가 𝑂𝑖,𝑗인 설비를 표현하기 위한 플레

이스이다. 즉, 𝑝𝑖,𝑗
𝑚의 토큰 수를 의미하는 𝜇(𝑝𝑖,𝑗

𝑚 )는 셋업 상태(Setup 

status)가 𝑂𝑖,𝑗인 설비의 수가 된다. 𝑝𝑈는 작업자 수의 상한을 나타

내기 위한 플레이스이며, 𝜇(𝑝𝑈)는 현재 넷 상에서 가용한 작업자의 

수와 동일하다. 이는 셋업 시작 및 종료를 의미하는 트렌지션인 

𝑡𝑖,𝑗,𝑖′,𝑗′
𝑆  및 𝑡𝑖,𝑗,𝑖′,𝑗′

𝐹 와 연결된 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용한 

작업자 수 제약을 반영할 수 있다.  

5.1.2.2. 잡 플레이스 

[그림 38]의 𝑝𝑖
𝐽는 잡 종류 𝐽𝑖인 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스이다. 따라서, 𝜇(𝑝𝑖
𝐽)은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잡의 수가 된

다. 특히, 초기 마킹 𝜇0에서의 잡 플레이스에 대한 마킹 값 𝜇0(𝑝𝑖
𝐽)

는 잡 종류 𝐽𝑖의 생산 요구량과 동일하다. 각 잡 플레이스는 그 잡의 

첫 번째 공정 종류 𝑂𝑖,1에 해당하는 공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트랜지

션 및 셋업 상태를 𝑂𝑖,1으로 교체하는 트랜지션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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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공정 플레이스 

공정 플레이스는 생산 시스템에서 잡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플레이스이다. 이는 공정 종류 𝑂𝑖,𝑗 에 해당하는 공정이 수행중임

(In-process)을 나타내는 플레이스인 𝑝𝑖,𝑗
𝑃 와 공정 수행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플레이스인 𝑝𝑖,𝑗
𝑊 로 구성된다. 

따라서, 𝜇(𝑝𝑖,𝑗
𝑃 )는 넷 상에서 수행중인 공정 종류가 𝑂𝑖,𝑗인 공정의 수

를 나타내고, 𝜏(𝑝𝑖,𝑗
𝑃 ) = 𝜋𝑖,𝑗이다. 

𝑝𝑖,𝑗
𝑃 는 공정 종류 𝑂𝑖,𝑗에 속하는 공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트랜지

션인 𝑡𝑖,𝑗
𝑆 와 공정 수행 종료를 의미하는 트랜지션인 𝑡𝑖,𝑗

𝐹 와 연결되어있

다. 𝑡𝑖,𝑗
𝑆 는 공정 종류가 𝑂𝑖,𝑗인 공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플레이스 

및 설비 플레이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𝑡𝑖,𝑗
𝑆 가 점화되면 한 개의 설

비와 한 개의 수행 공정에 대한 토큰이 소비되고, 하나의 토큰이 

𝑝𝑖,𝑗
𝑃 에 생성된다. 이렇게 들어온 토큰은 𝜏(𝑝𝑖,𝑗

𝑃 )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 가능해지며, 사용 가능해진 토큰은 𝑡𝑖,𝑗
𝐹 를 점화함으로써 공정이 

종료되어 다음 공정 수행을 기다리는 플레이스인 𝑝𝑖,𝑗
𝑊로 이동하게 된

다.  

5.1.2.4. 셋업 플레이스 

셋업 플레이스는 시스템에서의 셋업 교체를 표현하기 위한 플

레이스이다. [그림 38]의 𝑝𝑖,𝑗,𝑖′,𝑗′
𝑆 는 𝑂𝑖,𝑗에서 𝑂𝑖′,𝑗′로 설비의 셋업 상

태를 변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셋업 플레이스이다. 따라서 이와 관

계된 시간 함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𝜏 (𝑝𝑖,𝑗,𝑖′,𝑗′
𝑆 ) = 𝜋𝑖,𝑗,𝑖′,𝑗′ 

셋업 교체는 셋업 교체의 시작을 나타내는 𝑡𝑖,𝑗,𝑖′,𝑗′
𝑆 을 점화함으로

써 시작된다. 𝑡𝑖,𝑗,𝑖′,𝑗′
𝑆 를 점화하기 위해서는 셋업 상태가 𝑂𝑖,𝑗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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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비, 완료된 공정 종류가 𝑂𝑖′,𝑗′인 공정, 그리고 작업자가 필

요하다. 𝑡𝑖,𝑗,𝑖′,𝑗′
𝑆 가 점화되면 𝑝𝑖,𝑗,𝑖′,𝑗′

𝑆 에 토큰이 하나 생성되며 이 토큰

은 𝜋𝑖,𝑗,𝑖′,𝑗′가 지난 후에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 가능해진 토큰은 셋

업 교체의 종료를 의미하는 𝑡𝑖,𝑗,𝑖′,𝑗′
𝐹 를 점화함으로써 소비되며, 이 때 

작업자는 다시 반환되게 된다. 𝑡𝑖,𝑗,𝑖′,𝑗′
𝐹 는 𝑝𝑖′,𝑗′

𝑃 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는 셋업 교체 후에 바로 그 공정 종류에 해당하는 공정을 한 개 이

상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 설비에서 셋업 교체만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5.1.3. TPN 기반의 의미적 계층 분류 

[그림 39]는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에서 TPN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TPN은 관련 공정에 따라 

DA와 WB관련, 그리고 기타 플레이스로 구분 가능하며, DA 및 WB 

관련 플레이스는 각각 설비, 공정, 잡, 그리고 셋업 관련 플레이스로 

세분화 된다. 각 공정 관련 플레이스는 공정 플레이스와 동일한 의

미를 가지며, 잡 관련 플레이스는 잡의 시작 및 끝에 대한 플레이스

를 지칭한다. 계층 구조에서 각 최하단 계층은 앞서 언급한 TPN의 

플레이스들과 대응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응관계 및 계층 구조의 

의미는 [표 14]에 정리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TPN을 다양하게 분

류한 플레이스들의 계층 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 구조 조합에 

대한 혼합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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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의 의미적 계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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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TPN의 의미적 계층의 최하단에 대응되는 플레이스 및 그 

의미 

최하단  

계층 이름 

관련 

플레이스 
의미 

Machine 𝒑𝒊,𝒋
𝒎 𝑶𝒋,𝒌로 셋업된 설비 

Operation -

in-process 
𝒑𝒊,𝒋

𝑷  𝑶𝒋,𝒌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 중인 상태 

Operation-

waiting 
𝒑𝒊,𝒋

𝑾 

𝑶𝒋,𝒌에 해당하는 공정의 수행을 마치고 

다음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 

Job start 𝒑𝒊
𝑱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잡 종류 𝑱𝒋의 

잡 

Job finish 𝒑𝒊,𝒋
𝑾 수행 완료된 잡 종류 𝑱𝒋의 잡 

Setup 𝒑𝒊,𝒋,𝒊′,𝒋′
𝑺  𝑶𝒋,𝒌에서 𝑶𝒋′,𝒌′로 셋업 교체 

Setup 

Operator 
𝒑𝑼 동시 가용 작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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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알고리즘 

 

5.2.1. 적용 유사도 종류 

각 계층 별 유사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코사인 유사도 및 유클리디언 유사도를 사용하였다. 유클리디언 

유사도는 거리 기반 유사도이므로, 유클리디언 거리의 역수를 유사

도로 활용하였다. 두 특징 벡터 𝑥1, 𝑥2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𝑆𝑖𝑚𝐶(𝑥1, 𝑥2)  및 유클리디언 유사도 𝑆𝑖𝑚𝐸(𝑥1, 𝑥2) 는 각각 아래의 

(21), (22) 같이 정의된다.  

 𝑆𝑖𝑚𝐶(𝑥1, 𝑥2) =
<𝑥1⋅𝑥2>

|𝑥1|⋅|𝑥2|
   (21) 

 𝑆𝑖𝑚𝐸(𝑥1, 𝑥2) =
1

|𝑥1−𝑥2|2+1
  (22) 

유클리디언 유사도에서 분모에 1을 더한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2.2. 계층적 유사도 계산 

TPN의 마킹 𝜇는 상호 베타적으로 분류된 𝑁𝐻  개의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각 계층 별로 마킹에서 각 계층에 속하지 않는 플레이

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0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층 마킹 간

의 유사도를 구한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계층의 유사도를 구한 후, 

이를 모두 더하여 전체 유사도를 산정한다. 

𝜇에서 𝑘 번째 계층에 포함된 플레이스들의 인덱스 집합을 𝐻𝑘라 

하면, 두 마킹 𝜇𝑖, 𝜇𝑗  사이의 계층 코사인 유사도 𝑆𝑖𝑚HC(𝜇𝑖, 𝜇𝑗) 및 계

층 유클리디언 유사도 𝑆𝑖𝑚HE(𝜇𝑖, 𝜇𝑗)는 각각 [그림 40] 및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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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다.  

input 𝜇𝑖 , 𝜇𝑗 , 𝐻𝑘; 𝑘 ∈ {1,2, … , 𝑁𝐻} 

output 𝑆𝑖𝑚HC(𝜇𝑖, 𝜇𝑗) 

begin getHierarchicalCosine 

𝑆𝑖𝑚HC(𝜇𝑖, 𝜇𝑗) = 0  

for 𝑘 ∈ {1,2, … , 𝑁𝐻} do 

𝜇𝑖𝑘 = 𝜇𝑖, 𝜇𝑗𝑘 = 𝜇𝑗  

for 𝑖𝑑𝑥 ∉ 𝐻𝑘 do 

     𝜇𝑖𝑘(𝑖𝑑𝑥) = 0 

𝜇𝑖𝑘(𝑖𝑑𝑥) = 0  

     end for 

𝑆𝑖𝑚HC(𝜇𝑖, 𝜇𝑗) = 𝑆𝑖𝑚HC(𝜇𝑖, 𝜇𝑗) + 𝑆𝑖𝑚C(𝜇𝑖𝑘 , 𝜇𝑗𝑘)  

end for 

return 𝑆𝑖𝑚HC(𝜇𝑖 , 𝜇𝑗)  

[그림 40] 계층 코사인 알고리즘 

 

input 𝜇𝑖 , 𝜇𝑗 , 𝐻𝑘; 𝑘 ∈ {1,2, … , 𝑁𝐻} 

output 𝑆𝑖𝑚HE(𝜇𝑖, 𝜇𝑗) 

begin getHierarchicalEuclidean 

𝑆𝑖𝑚HE(𝜇𝑖, 𝜇𝑗) = 0  

for 𝑘 ∈ {1,2, … , 𝑁𝐻} do 

𝜇𝑖𝑘 = 𝜇𝑖, 𝜇𝑗𝑘 = 𝜇𝑗  

for 𝑖𝑑𝑥 ∉ 𝐻𝑘 do 

     𝜇𝑖𝑘(𝑖𝑑𝑥) = 0 
𝜇𝑖𝑘(𝑖𝑑𝑥) = 0  

     end for 

𝑆𝑖𝑚HE(𝜇𝑖, 𝜇𝑗) = 𝑆𝑖𝑚HE(𝜇𝑖, 𝜇𝑗) + 𝑆𝑖𝑚E(𝜇𝑖𝑘 , 𝜇𝑗𝑘)  

end for 

return 𝑆𝑖𝑚HE(𝜇𝑖 , 𝜇𝑗)  

[그림 41] 계층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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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실험에 사용한 계층 그룹. 각 데이터 셋 내에 번호는 그룹 번호로, 같은 번호는 같은 그룹임을 의미한다.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계층 셋 번호 

1 2 3 4 5 6 7 8 9 

DA 

Machine － 1 

1 

1 1 1 

1 

1 1 

1 

Operation 
In-process 2 2 2 2 

Waiting 3 3 3 3 

WB 

Machine － 4 

2 

1 1 1 

2 
Operation 

In-process 5 2 2 2 

Waiting 6 3 3 3 

DA 
Setup 

－ 7 3 
4 4 4 3 

WB － 8 4 

DA 

Job 

Start 9 5 5 5 

5 

4 2 2 
WB 

DA 
Finish 10 6 6 6 5 3 3 

WB 

Etc 
Setup 

operator 
－ 11 7 7 7 6 6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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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계층적 유사도 예시 

아래의 [그림 42]는 계층적 유사도의 적용 예시로 TPN의 마

킹을 첫 번째 계층을 중심으로 분화한 3개 종류의 마킹으로 구분한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층 분류 하에서 하나의 마킹은 

칩 접착 관련, 와이어본드 관련, 그리고 작업자 관련 마킹으로 각기 

나누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할 수 있

고, 그 가능성은 계층의 어느 깊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룹을 분류하

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42] 계층적 유사도 적용 예시: 첫 번째 계층을 중심으로 그룹 

분리  

[그림 43]은 두 개의 마킹 𝜇1 = (1,2,0,0,1,3,0,0,5), 𝜇2 =

(1,4,1,2,2,3,1,1,4)가 있고, 1-4자리가 그룹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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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째가 그룹 2, 그리고 나머지가 그룹3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의 계층적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각 계층 그룹에 대응되도록 마킹을 분화시키며, 그 이후 계층 그룹 

별 유사도를 각기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유사도의 최종 값을 

만들게 된다.  

 

 

[그림 43] 계층 유사도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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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험 및 결과 

 

5.3.1. 실험 데이터 셋 및 계층 분류 

실험 데이터로는 [표 5]에서 서술한 반도체 스케줄링 문제를 

활용하였다. [표 15]는 실험에 사용한 계층 분류를 표현한 것이다. 

총 9가지의 계층 셋을 고려하였고, 각 계층 셋은 각 분류를 얼만큼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서 2개에서 11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각 계층 셋 내에서 계층 그룹 번호는 [표 15]의 내

부에 표시되어 있으며, 1번 계층 그룹부터 최대 11번 그룹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계층 셋 1은 총 11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잡 시작과 끝을 제외한 모든 세부 분류가 각각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 반면, 가장 계층 그룹의 수가 적은 계층 셋 9번은 작업

자 수만이 따로 계산되며, 나머지 모든 계층들은 하나의 특징 벡터

로 표현되어 유사도 계산에 반영되게 된다.  

 

5.3.2. 성능 비교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문제 해결 방법론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사례 베이스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례 베이스 크기

의 증가에 따른,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하였을 때의 수행 시간 및 

가동률 변화는 각각 [그림 44]와 [그림 45]에 표현되어 있다. [그

림 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사례 베이스 크기 이상이 

되면 가동률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44]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사례 베이스 크기 증

가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증가하지만, 그 시간 증가 폭은 미미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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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향후 실험에서는 가동률이 가장 높은 사례 베이스 크기를 

각 데이터 셋 별로 선택하고, 선택된 사례 베이스 크기로 고정하여 

계층 코사인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44] 사례 베이스 크기 증가에 따른 소요 시간. x축은 사례 

베이스 크기를 나타내며, y축은 소요 시간(초)를 의미한다. 

 
[그림 45] 사례 베이스 크기 증가에 따른 가동률 변화. x축은 사례 

베이스 크기를 나타내며, y축은 가동률을 의미한다. 

아래 [표 16], [표 17], [표 16], [표 19], [표 20], 그리고 [표 

21]은 각 데이터 셋 별로 계층 유사도를 적용했을 경우, 일반 유사

도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베이스를 만들 때 사용

한 유전자 알고리즘(GA)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평균 가동률 및 

평균 소요 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계층 조합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유사도를 사용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각 표에서 평균 가동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별 표(*)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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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데이터 셋 1의 계층 유사도 적용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 셋 1 사용 유사도 

계층 조합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GA 0.71* 9,088.00 0.71* 9,088.00 

- 0.63 13.16 0.63 11.06 

1 0.68 138.54 0.70 32.67 

2 0.62 94.59 0.71* 26.01 

3 0.69 113.56 0.68 25.18 

4 0.69 88.15 0.68 23.01 

5 0.65 63.92 0.68 22.17 

6 0.68 60.16 0.69 21.65 

7 0.67 46.80 0.66 19.70 

8 0.64 34.46 0.67 14.60 

9 0.67 24.27 0.67 15.44 

 

[표 17] 데이터 셋 2의 계층 유사도 적용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 셋 2 사용 유사도 

계층 조합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GA 0.70 8,219.00 0.70 8,219.00 

- 0.66 13.39 0.63 10.65 

1 0.68 0.70 0.71* 31.28 

2 0.62 0.64 0.70 24.96 

3 0.69 0.70 0.69 24.27 



 

86 

 

4 0.69 0.70 0.69 22.97 

5 0.65 0.67 0.67 21.54 

6 0.68 0.68 0.69 21.15 

7 0.67 0.68 0.70 19.66 

8 0.64 0.64 0.68 15.34 

9 0.67 0.67 0.65 14.68 

 

 

[표 18] 데이터 셋 3의 계층 유사도 적용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 셋 3 사용 유사도 

계층 조합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GA 0.69* 6,906.00 0.69* 6,906.00 

- 0.62 21.18 0.61 17.84 

1 0.63 162.46 0.61 40.71 

2 0.60 95.05 0.57 29.36 

3 0.62 114.18 0.57 29.95 

4 0.63 89.16 0.63 33.81 

5 0.59 70.95 0.58 30.08 

6 0.60 60.18 0.58 28.61 

7 0.58 46.65 0.58 29.95 

8 0.59 39.40 0.61 22.70 

9 0.60 29.48 0.63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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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데이터 셋 4의 계층 유사도 적용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 셋 4 사용 유사도 

계층 조합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GA 0.67* 7,423.00 0.67 7,423.00 

- 0.58 25.17 0.59 17.48 

1 0.63 157.19 0.59 38.58 

2 0.59 92.49 0.57 30.37 

3 0.62 106.35 0.57 30.34 

4 0.62 87.65 0.61 33.51 

5 0.58 67.16 0.56 29.56 

6 0.60 58.54 0.57 29.05 

7 0.59 48.12 0.57 24.76 

8 0.59 38.92 0.59 21.71 

9 0.58 27.95 0.60 22.68 

 

[표 20] 데이터 셋 5의 계층 유사도 적용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 셋 5 사용 유사도 

계층 조합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GA 0.62 11,240.00 0.62 11,240.00 

- 0.60 18.30 0.58 18.81 

1 0.64* 119.75 0.57 32.79 

2 0.63 85.56 0.45 22.56 

3 0.63 88.25 0.42 21.27 

4 0.63 69.80 0.4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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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60 53.90 0.41 19.16 

6 0.63 49.71 0.41 18.38 

7 0.61 40.24 0.41 17.25 

8 0.59 32.35 0.56 20.17 

9 0.59 25.84 0.40 15.83 

 

[표 21] 데이터 셋 6의 계층 유사도 적용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 셋 6 사용 유사도 

계층 조합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평균  

가동률 

평균  

시간(초) 

GA 0.62* 12,075.00 0.62* 12,075.00 

- 0.59 17.43 0.59 19.13 

1 0.62* 118.76 0.57 31.27 

2 0.62* 81.33 0.47 22.56 

3 0.61 82.85 0.44 21.50 

4 0.61 64.27 0.44 20.89 

5 0.59 53.65 0.43 19.95 

6 0.61 48.60 0.44 19.20 

7 0.59 38.98 0.43 18.57 

8 0.59 32.50 0.56 20.77 

9 0.58 24.16 0.42 16.82 

 

[그림 46]은 각 방법론 별로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여 비

교한 것이다. 모든 데이터 셋에서 공통적으로 GA가 매우 높은 성능

을 보였으며, 계층 코사인 유사도의 경우는 GA에 비해 최대 8%의 

가동률 손실이 있었으며, 최대 4%의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다. 일반 



 

89 

 

유사도에 비해서는 항상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평균 약 7%의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46] 각 방법론의 최고 가동률 비교. x축은 데이터 셋 번호를 

의미하며, y축은 가동률을 나타낸다.  

 

GA의 경우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요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최대 약 100배의 시간이 더 소요 되

었다. 1번과 3번, 그리고 4번과 같이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해할수록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계층 유사도에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였

을 때가 유클리디언 유사도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전반적으로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데이터 셋 5, 6에서는 일반 유클리디언 유사도

를 사용 할 때보다 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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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셋 5와 6에서 다루는 문제가 넷 상에 토큰 수가 가장 많아, 

그 차이를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유클리디언 거리에 영향을 많

이 미쳤기 때문이다. 반면 코사인 유사도는 [그림 4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특징 벡터 사이의 각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토큰의 크기보다는 토큰 분포의 비율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넷 

상의 토큰 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7] 유클리디언 거리와 코사인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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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6.1. 결론 

 

사례기반추론은 제조업, 의료 및 건강, IT 분야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축적되는 데이터의 형태, 

구성, 특징은 문제 별로 상이하다. 더욱이 나날이 증가하는 데이터 

축적량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주

고 있다. 사례기반추론과 같은 전문가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 데이터

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증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의 성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유사도 학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클래스 그룹 내의 내부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알고리즘, 순서

쌍 제약 조건에 의한 힌지 로스 및 힌지 제곱 로스 최소화, 그리고 

스케줄링 문제의 특징을 반영한 계층적 유사도를 제안하였고, 제안

한 방법론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PLMM은 근접 거리 방법론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48]은 제안 방법론들과 기존 방법론들을 

하나의 평면에 도식화한 것이다. 제안 방법론의 지향점에 가장 가까

운 것은 계층적 유사도와 MIDM이었으며, 다른 방법론들은 기존의 

분류 문제는 더 잘 해결하였지만,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에 적용 시에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UCI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방법론과의 성능

을 비교하고, 생산 계획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반도

체 생산 계획 분야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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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스케줄링 문제에 집중하였으나, 데이터에 적합한 유사도 척도를 

학습함으로써 사례기반추론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

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의 밑거름으로써 스케줄링 문

제에서 다른 문제로 연구를 확장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연

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하여, 사례기반추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8] 기존 방법론과 제안 방법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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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연구 방향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론은 속도 면에서 매우 

뛰어나고, 해의 품질도 좋지만 사례 베이스의 품질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사례 베이스에는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중복 사례, 충돌 사례, 대체 가능 사례, 죽은 사

례, 잘못된 사례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사례들이 효과적으로 관

리된 사례 베이스를 만든다면 그 자체로도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접 이웃 방식은 특징과 클래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분류

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뿐 만 아니

라, 데이터 수의 증가는 탐색 시간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례 검색에 많은 시간이 들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이 저하된다. 따라서, 기존의 근접 이웃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례 검색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upport vector machine이나 logistic regression과 같은 일반적인 

분류 모델을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

델들은 일반적으로 선형 또는 곡면의 decision boundary를 갖게 되

는데, 다양한 상황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스케줄링 문제에는 다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커널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을 탐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사례기반추론의 특징 중 하나는 사례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한 후 좋은 사례는 사례 베이스에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새로 보존된 사례는 사례 베이스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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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례 베이스의 구조를 바꾼다. 따라서, 사례 베이스의 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유사도 학습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는 

단계적이고, 적응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새로이 들어오는 

다양한 사례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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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Similarity Metrics in Case 

Based Reasoning for Solving 

Scheduling Problems 
 

JunSeok Lim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se based reasoning is a problem solving technique based 

on the solutions of the previously solved problems. It has been 

successfully used in broad areas, including health care, finance, 

law, electronical learning, and manufacturing system.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case based reasoning, it is known that 

efficient and effective case base maintenance and suitable case 

representations as well as a similarity metric between cases for 

a problem are required. Among these, finding suitable similarity 

metric for a probl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ce issues, sinc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case based reasoning 

system.  

This study proposes methods for learning similarity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nearest-neighborhood approach,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 approach for selecting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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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in case based reasoning system, by focusing on the 

scheduling problem. Mixed integer programming and non-linear 

optimization programming are employed. Their formulas and 

solving algorithms as well as dimension reduction metho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are also addressed.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novel similarity metric for 

solving scheduling problem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ystem. In the proposed similarity metric, a scheduling problem 

is decompo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The 

final similarity measure is defined by weighted sum of the 

representative values in these parts under several criteria. 

Extensive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show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UCI 

datasets are used for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s to the other methods of the previous studies. 6x6 

multiplicity job shop and scheduling problem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ystem are used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s when they are applied to 

the case based reasoning system. In most cases,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other existing methods. 

Keywords: semiconductor packaging line, flexible job-shop scheduling, 

distance metric learning, case based reason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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