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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공 재고 요소를 고려한  

부하평준화 프로젝트 스케줄링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  조선공학부 산업공학 전공 

이 성 진 

 

프로젝트 스케줄링의 연구는 다양한 산업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효율적인 일정계획의 

생성을 위해 스케줄의 전체 소요 시간 최소화, 비용의 최소화 및 수익의 

최대화 등과 같은 목표들을 단일 의사결정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복수의 의사결정 기준이 존재하는 현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평준화와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목적 문제를 고려한다. 즉, 스케줄링 단계에서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을 인식하며, 부하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부하평준화와 재공 재고 

기간을 고려하는 통합된 지표를 제안하고, 확정적 기법을 통해 해결한다. 

의사결정자는 고려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을 변형,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계 제약 조건의 통합 모형을 채택하여 이를 알고리즘에 

반영하였다.  

 



주요어: 프로젝트 스케줄링, 부하평준화, 재공 재고 요소, 다목적 

의사결정 문제, 통합 일정생성 알고리즘 

학번: 2010-2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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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프로젝트 관리는 조선 및 건설 산업, R&D, S/W 개발 등의 다양한 현업에

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 왔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추구하는 목표 달

성을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프로젝트 스케줄링은 

그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 스케줄링은 자원을 어떻게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 문제와 

자원(부하) 평준화(Resource Leveling or Load Leveling)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Antill and Woodhead, 1982; Moder et al., 1983).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 체계는 현업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기 시작

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

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부하평준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때 현업으로 정의되는 산업은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로,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의 수급이 용이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보다 평준화로부터 비롯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또한 부하평준

화는 자원 수요의 변동을 줄이는 일정계획을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Moselhi and 

Lorterapong,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부하평준화 

정도를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재공 재고

(Work-in-Process Inventory) 요소 또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반영한다. 재공 

재고 요소는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고 비용의 증가 및 생산성 하락

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프로젝트의 부하 평준화 정도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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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시점에 할당되었는가의 결과에 의존하고, 재공 재고 요소의 발생 또

한 작업의 시작 시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두 기준은 서로 밀접한 관

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두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즉 해당 요소들을 단일 기준으로 다루었다. 서로 상충하는 

다수의 의사결정 기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단일 

의사 결정 기준을 전제로 한 해법의 적용은 현실 문제로의 응용에 제약

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평준화와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기준

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목적 문제를 고려한다. 다목적 문제에서 모든 기

준에 대해 최적인 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김여근 외, 1997). 이 

문제를 위한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의사결정자의 선호에 따라 하나의 해

를 제시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자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여러 좋은 대안해

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자가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자의 선호도에 따라 각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하나의 목적함수로 변환하여 대안 탐색의 기준

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스케줄링 단계에서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을 인

식하며, 동시에 부하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제２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재공 재고 요소의 발생과 부하평준화 정도를 의사결정기준으

로 고려하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둔다. 여기서 

부하평준화는 단일 작업장내에서 일자별 부하를 균등히 하는 것을 칭한

다. 작업장은 생산 작업장 혹은 작업 부서로 치환될 수 있다. 평준화를 

수행할 시간 단위는 1 작업일로 설정하였다. 재공 재고 요소는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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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이 때 시간단위 또한 1작업일로 설

정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할 문제에 대한 제약조건들을 입력물로 받아서 

초기 일정 및 대안 일정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사안은 현업의 특성인 재공 재고 요소의 포함한 

부하평준화 문제의 모형화이다. 프로젝트 스케줄링과 부하평준화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해법에서는 단일 

기준의 의사결정 문제상황을 고려한다. 프로젝트 단위의 산업에서 발생

하는 재공 재고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이를 고려치 않고서는 현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공 재고 요소

와 부하평준화 정도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반영하는 다목적 문제의 수리

적 모델의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일정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스케줄링에서의 확정적 알고리즘의 효용과 

한계 또한 판단한다.  

 

 

제３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

에 대한 개괄과 기존 연구의 분석, 그리고 그 한계를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분 조정 기법과 관련한 알고리즘 포트폴리오의 개

념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3장에서는 본 연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

의한다. 프로젝트 스케줄링의 일반적인 목적 함수 및 제약을 기술한 뒤, 

기존 제약 모형을 개선시킨 새로운 제약 모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연

구의 핵심인 통합 일정생성 알고리즘을 기술하며, 5장에서는 실험을 수행

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6장에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전

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의의를 정리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추후 연구 과제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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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관련 연구에 대한 조사 

 

제１절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 조직, 보안, 관리, 자

원 배분 등의 관련 지식, 기량, 도구 및 기법 등을 프로젝트 활동에 적

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프로젝트는 특정 시점에 종료되는 

한시적 활동이며, 종료 시 유일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창출한다

(PMBOK Guide, 2004). 이러한 프로젝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프로젝트 

관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따라서 지속적

이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며 비즈니스 지속에 목적을 두는 기업의 일상

적인 운영(on-going operations)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프로젝트관리란 프

로젝트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필요한 작업의 양과 품질, 작업 요구조건, 

필요한 자원,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과 인

력을 확보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의 진행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시, 

조정하는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현대적 의미의 프로젝트 관리는 산업체 등과 같은 현업 분야에서 체계화

하기 시작하였다. 즉, 학계에서 개발한 이론 또는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로젝트 관리가 현업의 실무와만 연관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발전 과정

에서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들

을 활용해오며 현재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이루어왔다(강창욱 외, 

2009).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연구는 패러다임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

하다. 이는 프로젝트 관리학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Shen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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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vir, 2007).  

 

1) 운영 및 프로세스 관점(Operation/Process View) 

운영 및 프로세스 관점은 프로젝트는 계획에 따라 수행, 완료되어야 하

는 일련의 활동으로, 성공기준은 주어진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

성능의 달성으로 보는 가장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다. 주요 관련 학문 분

야는 경영과학, 의사결정론, 리스크 관리, 품질관리 등이며, 최적화, 프로

세스, 네트워크 이론 등을 적용한다.  

 

2) 팀 및 리더십 관점(Team/Leadership View) 

팀 및 리더십 관점은 프로젝트를 어떤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가 

부여되고 상호 협력해야 할 사람들의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범 

부서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팀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의 성

공과 팀의 성공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팀의 업무속도, 생산성, 사기, 

학습 및 개발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심리학, 조직행동, 리더십, 조직 

이론 등이 주요 관련학문이다.  

 

3) 전략 및 비즈니스 관점(Strategic/Business View) 

전략 및 비즈니스 관점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조직의 전략적 

활동을 프로젝트로 본다. 개별 단위의 프로젝트뿐 아니라 프로그램, 프로

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 연구한다. 이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업의 성공과 직결된다. 경제학이나 마케팅, 전략경영, 재무 등을 포함

하는 경영학이 관련된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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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프로젝트 스케줄링(Project Scheduling) 

 

프로젝트 스케줄링은 프로젝트 관리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주어진 종료 

기한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체 프로

젝트 일정계획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작업 활동을 

식별하고, 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 얼

마나 걸릴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언제(when)’ 그리고 ‘어떻

게(how)’를 정의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스케줄링은 초기에는 프로젝트 

관리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이었다

고 할 수 있다(강창욱 외, 2009).  

오늘날 건설, R&D, 소프트웨어 개발, 조선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규모 면이나 난이도 면에서 더욱 커지고 복

잡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는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두 개의 범

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로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 문제와 자원 

평준화(Resource Leveling) 문제이다(Antill and Woodhead, 1982; Moder et al., 

1983). 

 

1) 자원 할당 문제 

자원 할당 문제는 다른 말로 RCPSP(Resource-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Problem)로 불린다. RCPSP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 중에서 

자원의 한계 용량(capacity)이 존재하는 문제이다. 이 스케줄링은 프로젝

트의 작업들의 일정변경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이

때 기존의 임계경로(critical path) 기간 대비 프로젝트 기간의 연장을 최

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능해(feasible solution) 탐색 과정에서 임

계작업(critical activity)과 비임계작업(noncritical activity) 들을 모두 일정변

경이 가능하다. 이 RCPSP를 위해서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었으며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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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Easa, 1989).  

 

2) 자원 평준화 문제 

자원 평준화 문제와 부하 평준화 문제(Load Leveling Problem)는 동일한 

개념의 문제로, 기존의 프로젝트 기간은 유지하면서 자원 수요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일정계획을 수립한다(Moselhi and Lorterapong, 1993). 이 스

케줄링의 목표는 가능한 한 자원 소요량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에 있으며, 

또는 비균일하지만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자원 수준을 맞추는 것을 목

표로 한다(Adrian, 1973; Harris, 1978). 자원 평준화 문제에서 자원 제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임계 경로에 속하는 작업들을 제외한 비임계작업 

만을 가능한 여유(float)내에서 이동시켜 해를 탐색한다. 기존의 임계경

로에 속한 임계작업들은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제３절 부하(자원)평준화 문제 

 

제１항 부하평준화의 의의 

부하 평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자원 사용의 변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인 효과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발생된다.  

 

1)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 수급에 따른 고용, 해고가 필요하다. 

2)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최고급의 인력들을 모으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Harris, 1978).  

3) 학습효과(Learning curve effect)에서의 단절을 생성한다(Steven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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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서 생산 수요가 낮은 기간에 일부의 작업자들을 놀리는 등 

노동력의 비생산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계약자가 필요하다(El-

Rayes and Jun, 2009) 

 

이러한 요인들은 부하 평준화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부하평준화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제２항 부하 평준화 문제의 목적 함수 

프로젝트 스케줄링에서 정의된 목적 함수는 가능해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하 평준하 문제에서는 목적함수인 부하 

평준화 지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Neumann et al., 2000). 기존 부하 평준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l-Rayes and Jun, 2009). 

 

1) [자원 제곱합]          ∑   ∫   
 ( )  

 ̅

   

자원 제곱합은 부하 평준화 문제에 널리 쓰이는 유형이다.   는 자원 k

의 단위 비용이고,   ( )는 시점 t에서의 자원 k의 소요량으로, 전체 스케

줄 기간 동안 소요되는 자원 소요 자승 가중합의 최소화를 의도한다. 

(Burgess and Killebrew, 1962; Ahuja, 1976; Harris, 1978; Bandelloni et al., 1994; 

Hegazy, 1999; Son and Skibniewski, 1999). 자원 소요 자승 가중합의 최대화

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평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원의 총 소요량

(∫   ( )  
 ̅

 
)이 일정할 경우, 큰 제곱합을 가질수록 보다 평준화된다(이

성진 외, 2011). 

 

2) [자원 편차]          ∑    ∫ |  ( )    |
 ̅

 
   

  는 자원 k의 이상적인 자원 소요량이다. 이상 소요량은 스케줄 전체에

서의 평균 자원 소요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시점별 각 자원의 적정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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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지정해서 산정한다. 이러한 유형의 목적 함수는 자원 소요가 특정

값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사용된다. 즉, 

자원 과다 및 과소로 인한 비용 최소화 문제이다(Easa, 1989; Chan et al., 

1996; Mattila and Abraham, 1998; Leu and Yang, 1999; Akpan, 2000; Son and 

Mattila, 2004). 

 

3) [자원 변동]          ∑    ∑ |  (   )    ( )|
 ̅
    

시점의 흐름에 따라 이전 구간과 현재 구간 간의 자원 변동량의 최소화

를 추구하는 목적함수이다. 다른 목적 함수 유형들과는 달리 불연속적이

며, 이 유형의 변형으로 스케줄 기간 동안의 자원 소요량의 범위, 즉, 자

원 소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   [ 𝑎𝑥   ( )  min   ( )] )를 측정

할 수도 있다(Easa, 1989; Senouci and Adeli, 2001; Senouci and Eldin, 2004; 김

성훈, 2012). 

 

 

제４절 재공 재고(Work-in-Process Inventory) 요소 

 

조선업, 항공산업, 건설업과 같이 큰 규모의 산업에서는, 다루는 하위 

부품(sub-assembly)들의, 예를 들어 조선업에서의 블록들은, 중량이 

무거우며 작업공간을 넓게 점유한다. 이처럼 무겁고 덩치가 큰 하위 

부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크레인과 같은 고가의 하역기계(material 

handling equipment)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계들의 이용은 다른 

기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병목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공 재고 

요소의 발생을 고려하는 스케줄링이 필요하다(Lee, K.J. and Lee, J.K., 1999). 

그 동안 공간을 고려하는 스케줄링은 주로 공간을 유한한 자원으로 보고 

작업 대상물의 동적인 공간배치(dynamic spatial scheduling)를 고려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재공 재고의 기하학적 형상 정보를 고려하여 

언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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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통한 납기 만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스케줄링은 공간 

일정계획(spatial scheduling)이라고 한다(이경전, 1992).  

본 연구에서는 부하평준화와 함께 재공 재고를 시간적인 개념에서 고려

하고자 한다. 즉, 재공 재고 요소를 공간을 점유하는 대상으로 보고, 한

정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스케줄링이 아니

라, 스케줄링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재공 재고 기간의 단축 또는 조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공간 점유의 수요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TOC(Theory of Constraint)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재고가 

시스템 안에 머물러있는 시간의 최소화를 도모한다(정남기, 2002). 

 

 

제５절 프로젝트 스케줄링의 해법 

 

프로젝트 스케줄링의 해법은 크게 확정적 기법과 휴리스틱 기법으로 나

눌 수 있다.  

 

1) 확정적 기법 

확정적 기법은 최적해를 찾는 수리적 기법으로, 0-1 계획법, 동적 계획

법(dynamic programming), branch-and-bound 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

해 다양한 문제들에서 확정적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확

장적 해법들이 제공되었다(Neumann and Zimmermann, 2000). 모든 가능해

를 열거(enumeration)를 이용해 찾는 모델은 Ahuja에 의해 1976년 제기되

었다(Ahuja, 1976). 이 모델은 가능한 여유 내에서 작업들의 모든 집합을 

열거함으로써 기간별 자원 변동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비임계작업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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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리스틱 기법 

프로젝트 스케줄링을 위해 개발된 기법들은 휴리스틱 기법이 그 주를 이

루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의 기본 개념은 비임계작업들을 경험적 법칙

(rules of thumb)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Easa, 1989). 휴리

스틱 기법들은 크게 우선순위 규칙(priority rule), truncated branch-and-

bound, disjunctive arcs concept, 메타(meta) 휴리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Tormos and Lova, 2003). 메타 휴리스틱 기법은 다시 simulated annealing이

나 tabu search, 유전 알고리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휴리스틱 기법은 대

개의 경우 결과로 최적해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계산비용의 소모 면에서 

갖는 장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

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다를 수 있다. 휴리스틱 기법 중에서도 특히 유전 

알고리즘은 설계의 편의성으로 인해 많이 쓰였다(Gonçalves et al., 2008; Ke 

and Liu, 2010; Lova et al., 2009). 또한 기본적인 우선순위 규칙을 휴리스틱 

기법과 조합한 연구도 있었다(Krüger and Scholl, 2009; Neumann and  

Zimmermann, 1999). 그 외 휴리스틱 기법으로는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이나(Lova and Tormos, 2002), 개미 군집 최적화(ant colony 

optimization) 기법(Abdallah et al., 2009), scatter search 기법(Yamashita et al., 

2006) 등이 존재한다(김성훈, 2012).  

 

 

제６절 프로젝트 스케줄링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프로젝트 스케줄링에서의 의사결정은 최선의 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

라 단일 기준(single criteria) 또는 다기준(multi-criteria) 의사결정 문제로 

분류된다. 단일 기준 의사결정 문제는 고려하는 문제의 목적함수가 비용

의 최소화나 이익의 최대화, 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부하 평준화와 

같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모형화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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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자원과 같은 일련의 제약 조건하에서 유일

한 목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전체적인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가정

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들은 서로 상충하는 다수의 의

사결정 기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 의사결

정기준을 전제로 하는 해법은 현실 문제로의 적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만일 다수의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문제에서 하나의 기준만을 

목적함수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약 조건으로 고려한다면 대안 탐색 결

과는 부분 최적해(suboptimal solution)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현대의 의

사결정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법은 다수의 상충하는 목적이라는 

전제에 입각해야 한다.  

 

제１항 다기준 의사결정 

의사결정 문제에서 둘 이상의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를 다기준 

의사결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이라 한다. 이 다기준 의사

결정은 다수의 기준을 기반으로 대안들을 평가하는 의사결정문제의 최적

화 과정을 형식화 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충성, 2007). 다기준 의사

결정의 기본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기준(criteria): 의사결정에서 효과의 정도를 표현하며 평가의 근간

이 된다. 속성, 목적들은 기준에 포함된다.  

2) 속성(attribute):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서 측정 대상이 된다.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3) 목적(objective):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속성

들이 목적을 구성한다. 

4) 목표(goal): 의사결정자가 바라는 특정 수준 또는 값으로서, 추구

하는 정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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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준 의사결정은 고려하는 기준들이 목적차원인지, 속성차원인지에 따

라 다목적 의사결정(MODM, Multi-Objective Decision Making)과 다속성 의

사결정(MADM, 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는 대안의 명시성의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이현재, 심명필, 2002). 

여기서 목적이란 의미상 속성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다목적 

의사결정에는 의사결정의 목적이 확실히 표현되는 반면, 다속성 의사결

정은 구체적인 속성들을 명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즉, 다목적 

의사결정의 경우 제약조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정의된 무한개의 해집합에

서 고려중인 목적들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찾는 것으로 최적대안을 설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다속성 의사결정은 이미 알고 있는 유한개

의 해집합에서 하나의 최선안이나 그와 선호도가 같은 몇 개의 안을 선

정하거나 그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목적 의사결

정이 주로 최적의 해를 구하는 문제라면 다속성 의사결정은 선택 상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이충성, 2007).  

 

제２항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은 해를 어떻게 탐색하느냐에 따라 유효해 탐색과 

선호해 탐색으로 분류된다. 유효해 탐색은 다목적 의사결정문제에서 발

생 가능한 모든 유효해의 집합을 구해 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의사결정자의 효용에 관련된 어떤 정보나 가정의 입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가중치 부여법(weighting method), ε-제약법, 다

목적선형계획법 등이 있다(이창효, 1999). 

이 단계의 유효해의 집합은 부분적인 순서만이 존재하므로, 비교불가능

할 수도 있는 다수의 해집합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선호해를 결정해야 

한다. 선호해 탐색은 외부로부터 어떤 평가기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자의 선호와 관련된 정보가 요구되며, 이를 사전정보로 부여하

는 방식과 단계적으로 선호관계를 부여하는 방식(대화형 접근방식)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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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다속성 효용함수법(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 목표달성법(goal attainment method) 등이 전자의 방법에 해

당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자의 선호구조를 제삼자에게 전달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

이 아니다.  

후자인 대화형 접근방식은 의사결정자의 국부적 선호의 반복적 입력을 

통해 선호해를 선정한다. 이에 속하는 방법으로는 계층화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STEP법, SWT법(Surrogate Worth Trade-off method), 

Zionts Wallenius법, 대화형 SM법(interactive Subgradient Method), 대화형 목

표계획법(interactive goal programming) 및 SEMOPS법(sequential multi-

objec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 등이 있다. 이 방식은 의사결정자가 결

과를 확인하며 축차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조정해가며 

결정할 수 있다(이충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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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모델의 개발 및 정의 

 

제１절 기본 상황 정의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자원 평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단일 프로젝트 

유형이며, 프로젝트는 n개의 작업(activity)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작업

들은 다른 작업들과 하나 이상의 관계 제약을 형성한다. 모든 작업들이 

전체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 시작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작업  는 작업 시작일 𝑠𝑖에 시작하여 작업 기간 𝑝𝑖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예외 상황으로 인한 기간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작업이 시작된 후에

는 타 작업으로 인한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no-preemption). 

각 작업은 작업 기간 동안 고유한 부하  𝑖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𝑝𝑖가 

10일인 임의의 작업   의  𝑖  값이 3이라면, 이 작업  는 10일 동안 3의 부

하를 유발한다.  

 

제２절 다목적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목적은 작업 부하의 평준화와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의 감소의 두 목적이다. 이 목적들은 최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분명

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속성보다는 다목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하평준화, 재공 재고 기간의 

최소화의 두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목적 문제를 가중치 부여법을 통

해 대안을 선정한다. 가중치 부여법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쉽고 프

로그램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선호도에 따

라 가중치 α를 부여하고, 이를 하나의 목적함수로의 변환하여 대안 탐색

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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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우선순위 목표: 작업 부하의 평준화 

작업부하의 평준화는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가능한 균등하게 

작업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원 제곱합의 최소

화를 통해 이를 추구한다. 제 1 우선순위 목표인 작업 부하의 평준화의 

목표식 𝑓 은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Minimize  𝑓 = 𝑙𝑖 𝑥     (1) 

 

여기서 𝑙𝑖 𝑥는 부하평준화 지표로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부하평

준화 정도를 표현한다. 이는 아래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𝑙𝑖 𝑥 = (
𝑙𝑣−𝑙

∗

𝑙∗
)    (2) 

 

부하평준화 지표 𝑙𝑖 𝑥는 재공 재고 지표인 𝑤𝑖 𝑥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

해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 도출 가능한 최적부하값  𝑙∗로부터 해당 α값

에서의 부하값 𝑙𝑣과의 차이를 통한 비율을 계산한다. 이때의 𝑙𝑣는 프로젝

트 기간 𝑻에 속한 모든 시점 t에서의 부하합  𝑙 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다. 본 연구에서는 평준화를 의도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고찰한 부하평준

화 문제의 여러 종류의 목적함수 중에서 자원 제곱합을 사용하였다. 이

는 아래 식 (3), (4)로 표현된다.  

𝑙𝑣 = ∑ 𝑙  ∈𝑻
 
      (3) 

 𝑙 = ∑  𝑖 ∗ 𝑥𝑖 𝑖∈𝑰       (∀ ∈ 𝑻)    (4) 
 

이때의 𝑥𝑖 는 작업 i가 시점 t에 할당되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2진 변수이다.  

 

2) 제 2 우선순위 목표: 재공 재고 기간 발생의 최소화 

재공 재고 기간 발생의 최소화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전체 작업들의 재

공 재고 기간들의 총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제 2 우선순위 목표인 작

업 부하의 평준화의 목표식 𝑓 은 다음 식 (5)과 같이 정의한다 

 

    Minimize  𝑓 = 𝑤𝑖 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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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 재고 기간 지표 𝑤𝑖 𝑥는 부하평준화 지표 𝑙𝑖 𝑥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인 비교를 위해 최적의 재공 재고 기간값 𝑤∗로부터 해당 α값에서의 재

공 재고 기간값 𝑤𝑣과의 차이를 통한 비율을 계산한다. 이는 아래 식 (6)

와 같다.  

       𝑤𝑖 𝑥 = (
𝑤𝑣−𝑤

∗

𝑤∗
)    (6) 

 

이때 𝑤𝑣는 작업 i의 재공 재고 기간 wi의 합으로 표현된다. 전체 n개의 

작업 중에서 모든 작업이 아닌, 𝑨𝑾𝑰𝑷개의 작업만이 재공 재고를 발생시

킨다. 재공 재고는 작업 i의 작업시작일 𝑠𝑖에 생성되며(i ∈ Aprj), 작업 i의 

후행 관계의 작업들 중 작업 i의 재공 재고를 소멸시키는 작업 j의 시작 

시점에 소멸한다(j ∈ 𝑨𝒇𝒊𝒏
𝒊  ). 이는 아래 식 (7), (8)과 같이 표현된다.  

𝑤𝑖 = ∑ 𝑠𝑗 𝑠𝑖𝑗∈𝑨𝒇𝒊𝒏
𝒊      (∀ ∈ 𝑨𝑾𝑰𝑷)   (7) 

𝑤𝑣 = ∑ 𝑤𝑖𝑖∈𝑨𝑾𝑰𝑷      (8) 

 

주지한 바와 같이 다목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중치 부여법을 통한 부하

평준화 정도와 재공 재고 기간을 아우르는 통합 지표를 제시한다. 두 요

소간 중요도 반영을 위해 가중치 α 값을 부여하고, 이를 하나의 목적함

수로의 변환하여 대안 탐색의 기준으로 삼는다. α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를 표현한 통합 목적함수는 다음의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Minimize  𝑙𝑖 𝑥  α(𝑤𝑖 𝑥)     (9) 
 

 

또한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의 제약은 일반적으로 시간 제약  관계 제

약  자원 제약의 세 가지 제약조건으로 구분된다(Brucker et al., 1999). 이

는 이어지는 세 절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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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시간 제약 

 

일반적인 자원 평준화 문제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존재한다. 즉, 시간 제

약(temporal constraint)은 프로젝트 시작이 특정 시점 이후여야 한다는 시

작 조건과, 종료 시점이 특정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는 종료 조건으로 구

성된다. 이러한 시간 제약을 만족한다면 해당 스케줄은 시간 가능해

(time-feasible)라 한다.  

시간 제약 만족을 위해 실제 작업들 외에 두 개의 가상 작업(dummy 

activity)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다. 이 가상 작업들은 각각 루트(root) 작

업과 단말(leaf) 작업으로, 모든 문제에서 루트작업은 1번째 작업이자 전

체 프로젝트 기간의 시작 시점이며, 단말 작업은 n번째 작업이자 종료시

점이다.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10), (11)과 같다.  

           𝑠 = 0    (10) 

   𝑠𝑛 = 𝑇    (11) 
 

모든 작업들은 이 루트 작업, 단말 작업과 관계 제약을 가지며, 이는 모

든 작업들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 시작 또는 종료될 수 있도록 작용한

다.  

 

제４절 관계 제약 

 

관계 제약(relational constraint)은 작업 간 선후행 제약이며, 일부 연구에

서는 기술 제약(technological constraint)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관계 제약은 

두 작업 간에 설정되게 된다. 실제 현업에서는 여러 작업 간에 관계 제

약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작업간 제약을 중첩해서 사용함으로써 

기술 가능하다. 관계 제약을 만족시키는 스케줄을 관계 가능해(relation-

feasible)라 한다. 

관계 제약은 프로젝트 스케줄링과 머신 스케줄링 문제를 구분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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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상황에서는 머신 스케줄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

하는데 있어서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두 가지 방식이 lead/lag 모형과 FS/SS/FF/FS 모형이다. 

 

제１항 Lead/lag 모형 

Lead/lag 모형은 두 작업의 시점 간의 관계를 특정 값 이상 혹은 이하로 

제약한다(Neumann, et al., 2000). 일반적인 기준은 시작 시점이 되지만, 작

업 기간이 고정 확정적인 문제환경에서는 모형상에서 시작과 종료 시점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ad/lag 모형의 

요소는 maximum/minimum과 offset의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표현된다. 

Offset 값이 δij일 때,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Lead/Maximum: 작업 i에 대해 작업 j는 최대 δij만큼 앞서야 함 

2) Lead/Minimum: 작업 i에 대해 작업 j는 최소 δij만큼 앞서야 함 

3) Lag/Maximum: 작업 i에 대해 작업 j는 최대 δij만큼 뒤쳐져야 함 

4) Lag/Minimum: 작업 i에 대해 작업 j는 최소 δij만큼 뒤쳐져야 함 

 

각 조건에 대해 만족하는 작업 j 의 가능 시작시점 영역을 도시한 것이 

[그림 1]이며,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표 1] 이다. 𝑠𝑖는 작업 i 의 

시작 시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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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ad/lag 모형의 가능해 영역 

 

[표 1] Lead/Lag 모형의 수리적 정의 

Lead/Maximum Lead/Minimum Lag/Maximum Lag/Minimum 

𝑠𝑖  𝑠𝑗 ≤ 𝛿𝑖𝑗 𝑠𝑖  𝑠𝑗 ≥ 𝛿𝑖𝑗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제２항 FS/SS/FF/SF 모형 

FS/SS/FF/SF 모형은 두 작업간 상대적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F’와 ‘S’

는 각각 ‘Finish’와 ‘Start’를 의미한다. 각 제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FS(Finish-to-Start): 작업 i의 종료 이후 작업 j가 시작 가능 

2) SS(Start-to-Start): 작업 i의 시작 이후 작업 j가 시작 가능 

3) FF(Finish-to-Finish): 작업 i의 종료 이후 작업 j가 종료 가능 

4) SF(Start-to-Finish): 작업 i의 시작 이후 작업 j가 종료 가능 

 

이를 도시한 것이 [그림 2]이며, [표 2] 는 각각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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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SS 

 
 

FF SF 

  

[그림 2] FS/SS/FF/SF 모형의 가능해 범위  

 

[표 2] FS/SS/FF/SF 모형의 수리적 정의 

FS SS FF SF 

𝑓𝑖 ≤ 𝑠𝑗 𝑓𝑖 ≤ 𝑠𝑗 𝑓𝑖 ≤ 𝑓𝑗 𝑠𝑖 ≤ 𝑓𝑗 

 

FS/SS/FF/SF 모형에서 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작업 j의 시점은 조건 

따라 다른 특성이 있다. 우선, FS, SS 조건에서는 작업 j의 시작 시점의 

가능 영역을 정의한다. 그리고 FF, SF 조건에서는 작업 j의 종료 시점에 

대한 가능영역을 도출한다 

 

제３항 통합 모형 

본 연구에서는 lead/lag 모형과 FS/SS/FF/SF 모형을 아우르는 통합 모형을 

통해 각 작업간 관계를 고려한다. 통합 모형은 두 모형에서 설명하는 모

든 관계를 포함한다. 통합 모형에서의 관계 제약을 구분하는 요소는 총 

세 가지이다. lead/lag, maximum/maximum, 그리고 FS/SS/FF/SF 이다.  따라

서 총 16 가지의 관계 종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계 종류와 offset 값 δ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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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지면 해당 작업의 가능 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김성훈, 2012).  

이를 도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Max 화살표는 해당 관계 제약

의 Maximum 요소의, Min 화살표는 Minimum 요소의 가능해 영역을 나타

낸다. 또한 이를 수리적으로 정의하면 [표 3]과 같다. 

 

 FS SS 

Lead 

  

Lag 

  

 FF SF 

Lead 

  

Lag 

  

[그림 3] 관계 제약 통합 모형에서의 가능해 범위 

 

[표 3] 관계 제약 통합 모형의 수리적 정의 - 1 

  FS SS FF SF 

Lead 
Max 𝑓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𝑓𝑖  𝛿𝑖𝑗 ≤ 𝑓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𝑓𝑗 

Min 𝑓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𝑓𝑖  𝛿𝑖𝑗 ≥ 𝑓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𝑓𝑗 

Lag 
Max 𝑓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𝑓𝑖  𝛿𝑖𝑗 ≥ 𝑓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𝑓𝑗 

Min 𝑓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𝑓𝑖  𝛿𝑖𝑗 ≤ 𝑓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𝑓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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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합 모형의 16 가지 관계 제약 종류는 하나의 꼴로 단순화가 

가능하다. 우선 제시된 수리적 모형에서는 offset 변수 𝛿𝑖𝑗 는 양수로 

정의되어 있으며, 작업 i 와의 관계 제약 만족을 위해 (+) 또는 (-)의 

부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offset 변수를 시간의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때 양수의 offset 을 설정하고, 반대의 경우 음수의 

offset 을 설정한다면, lead/max 와 lag/min 는 하나의 수리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Lead/min 과 lag/max 또한 통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관계 제약 통합 모형의 수리적 정의 – 2 

 FS SS FF SF 

Lead/Max 

Lag/Min 
𝑓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𝑓𝑖  𝛿𝑖𝑗 ≤ 𝑓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𝑓𝑗 

Lead/Min 

Lag/Max 
𝑓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𝑠𝑗 𝑓𝑖  𝛿𝑖𝑗 ≥ 𝑓𝑗 𝑠𝑖  𝛿𝑖𝑗 ≥ 𝑓𝑗 

 

나아가 작업 i 의 종료시점  𝑓𝑖 는 시작시점 𝑠𝑖 와 작업기간 𝑝𝑖 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면 이는 다시 [표 5]로 정리가 가능하다.  

 

[표 5] 관계 제약 통합 모형의 수리적 정의 - 3 

 FS SS FF SF 

Lead/Max 

Lag/Min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𝑝𝑖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𝑝𝑖  𝑝𝑗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𝑝𝑗 

Lead/Min 

Lag/Max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𝑝𝑖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𝑝𝑖  𝑝𝑗 

𝑠𝑗  𝑠𝑖  

  ≤ 𝛿𝑖𝑗  𝑝𝑗 

 

이제 [표 6]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변수 Δij를 도입하여 이를 수리적 모형

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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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관계 제약 통합 모형의 Δij 의 정의 

 FS SS FF SF 

Lead/Max 

Lag/Min 
∆𝑖𝑗≔ 𝛿𝑖𝑗  𝑝𝑖  ∆𝑖𝑗≔ 𝛿𝑖𝑗 ∆𝑖𝑗≔ 𝛿𝑖𝑗  𝑝𝑖  𝑝𝑗 ∆𝑖𝑗≔ 𝛿𝑖𝑗  𝑝𝑗 

Lead/Min 

Lag/Max 
∆𝑗𝑖≔  𝛿𝑖𝑗  𝑝𝑖  ∆𝑗𝑖≔  𝛿𝑖𝑗 ∆𝑗𝑖≔  𝛿𝑖𝑗  𝑝𝑖  𝑝𝑗 ∆𝑗𝑖≔  𝛿𝑖𝑗  𝑝𝑗 

 

이를 통해서 관계 제약 통합 모형의 모든 제약식은 다음 식 (12)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  

         ∆𝑖𝑗≤ 𝑠𝑗  𝑠𝑖      (12) 

 

이처럼 16가지 관계 제약식을 하나의 꼴로 바꾸는 이유는 계산 시간 감

소를 위해서이다. 수리적 모형을 하나의 통합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리적 모형을 실제 연산하는데 있어서 계산 비용 감소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계산 비용 감소 효과는 수리적 모형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일어난다(김성훈, 2012). 

 

 

제５절 자원 제약 

 

일반적인 부하 평준화 문제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충분한 상황을 가정한

다. 부하평준화 문제 중 자원 사용의 한계 용량 제약이 존재하는 문제는 

용량 제한(capacitated) 부하 평준화 문제이다. 용량 제한 문제의 일반적인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자원의 사용량이 특정값 이하임을 제약한다

(Neumann and Zimmermann, 1999).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식 (13)과 같

다.  

       ( ) ≤ 𝑅      (∀𝑘, ∀ )     (13) 
 

여기서 rk(t)는 시점 t에서 자원 k의 총 사용량을 뜻하며, Rk는 자원 k의 

한계 용량이다. 이러한 자원 제약을 만족시키는 스케줄을 자원 가능해



– 25 – 

(resource-feasible)라 한다. 반면 자원의 한계 용량 제약이 없는 문제를 용

량 무제한(un-capacitated) 문제라 하는데 용량 제한 문제보다 풀기가 까다

롭다. 왜냐하면 자원 가능해로 가능해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용량 제한 

문제는 계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가능한 자

원에 제한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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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절 최종 수리적 모형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문제의 최종 수리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파라미터(parameter):  

𝒊: activity,  ∈ 𝐼 = { ,2, … ,  } 

𝒕: time,  ∈ 𝑇 = { ,2,… , } 

𝑨𝒘𝒊𝒑: set of activities causing WIP inventory 

𝑨𝒇𝒊𝒏
𝒊 : set of successor activities of activity   eliminating WIP inventory 

 : number of activities 

 :project duration 

𝑎:weight parameter 

 𝑖: unit cost of load of activity   

𝑙 ∈ ℤ≥ : load value of time   

𝑙𝑣 ∈ ℤ≥ : load value 

𝑙𝑖 𝑥 ∈ ℤ≥ : load index 

𝑤𝑖 ∈ ℤ≥ :WlP inventory duration of activity   

𝑤𝑣 ∈ ℤ≥ :WIP inventory value  

𝑤𝑖 𝑥 ∈ ℤ≥ :WIP inventory index 

𝑝𝑖 ∈ ℤ≥ : processing time of activity   

𝑠𝑖 ∈ 𝑻: start time of activity   

𝛿𝑖𝑗 ∈ ℤ: offset between activity   and 𝑗 

∆𝑖𝑗∈ ℤ: artificial variable between activity   and 𝑗 

𝜆𝑖𝑗 ∈ 𝔹: indicator variab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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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변수: 

    𝑠𝑖: start time of activity     (14) 

 

 

 목적 함수: 

    Minimize  𝑙𝑖 𝑥  α(𝑤𝑖 𝑥)   (15) 

 

 제약: 

            𝑠 = 0     (16) 

            𝑠𝑛 = 𝑇    (17) 

 ∆𝑖𝑗≤ 𝑠𝑗  𝑠𝑖     (∀ , 𝑗 ∈ 𝑰,  ≠ 𝑗)   (18) 

    ∑ 𝜆𝑖  ∈𝑻 =       (∀ ∈ 𝑰 )   (19) 

   𝑠𝑖 = ∑  ∗ 𝜆𝑖  ∈𝑻      ( ∀ ∈ {2,3,… ,     })  (20) 

 ∑ 𝑥𝑖𝑎
 +𝑝𝑖− 
𝑎   ≥ 𝑝𝑖  𝜆𝑖      ( ∀ ∈ {2,3,… ,     },  ∈ { ,2,… , (𝑇  𝑝𝑖   )}) (21) 

  𝑙 = ∑  𝑖 ∗ 𝑥𝑖 𝑖∈𝑰       (∀ ∈ 𝑻)     (22) 

 𝑙𝑣 = ∑ 𝑙  ∈𝑻
 
    (23) 

 𝑙𝑖 𝑥 = (
𝑙𝑣−𝑙

∗

𝑙∗
)    (24) 

 𝑤𝑖 = ∑ 𝑠𝑗 𝑠𝑖𝑗∈𝑨𝒇𝒊𝒏
𝒊      (∀ ∈ 𝑨𝑾𝑰𝑷)  (25) 

𝑤𝑣 = ∑ 𝑤𝑖𝑖∈𝑨𝑾𝑰𝑷     (26) 

𝑤𝑖 𝑥 = (
𝑤𝑣−𝑤

∗

𝑤∗
)    (27) 

 

𝑥𝑖 =       (if activity   is allocated in time  ) 

           0     (otherwise) 

 

 

∆𝑖𝑗= 𝛿𝑖𝑗  𝑝𝑖                  (if FS/lead/max or FS/lag/min) 

        𝛿𝑖𝑗  𝑝𝑖                   (if FS/lead/min or FS/lag/max) 

          𝛿𝑖𝑗                             (if SS/lead/max or SS/lag/min)  

        𝛿𝑖𝑗                            (if SS/lead/min or SS/lag/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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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𝛿𝑖𝑗  𝑝𝑖  𝑝𝑗         (if FF/lead/max or FF/lag/min) 

        𝛿𝑖𝑗  𝑝𝑖  𝑝𝑗         (if FF/lead/min or FF/lag/max) 

          𝛿𝑖𝑗  𝑝𝑗                   (if SF/lead/max or SF/lag/min) 

        𝛿𝑖𝑗  𝑝𝑗                  (if SF/lead/min or SF/lag/max) 

        M                            (if i and j have no relation) 

 

위에서 제시된 수리적 모형의 제약조건의 식 (16), (17)는 가상 작업인 단

말과 리프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프로젝트의 스케줄링 기간을 한정

한다. 프로젝트 내 모든 작업들은 단말 작업 이후, 리프 작업 이전에 계

획되어야 한다. 식 (18)은 통합 관계 제약 모형에 따라 가능한 모든 관계

제약을 표현한다. 모든 작업들은 해당하는 관계제약에 따라 계획 가능 

영역이 제한된다. 식 (19), (20)은 수리적 모형을 ILOG 기반으로 프로그래

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결정변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summation 

function의 사용을 위한 구간 설정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변수 𝜆𝑖𝑗값 지정을 통해 해결한다. 식 (19)에서 변수 𝜆𝑖𝑗를 정의하고 식 

(20)에서 변수 𝜆𝑖𝑗와 결정변수 𝑠𝑖를 연결, 같은 값을 부여한다. 또한 식 

(21)에서는 모든 작업이 작업 기간 𝑝𝑖만큼 수행되어야 함을 정의한다. 이

때 작업은 앞서 정의한 𝜆𝑖𝑗로부터 시작되며, 작업기간 𝑝𝑖동안 끊김없이 

수행된다. 식 (22), (23), (24)은 부하평준화 지표 𝑙𝑖 𝑥를 도출하기 위해, 최

적 부하값 𝑙∗와 해당 α값에서의 부하값 𝑙𝑣  를 정의하고 그 관계에 대해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식 (25), (26), (27)는 재공 재고 지표 𝑤𝑖 𝑥의 값을 

구하기 위해, 최적 재공 재고 기간값 𝑤∗와 해당 α값에서의 재공 재고 

기간값 𝑤𝑣  를 정의하고 그 관계에 대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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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통합 일정생성 알고리즘 

 

제１절 전체 알고리즘 개괄 

 

재공 재고를 고려한 통합 부하 평준화 일정 생성 기법의 전체 알고리즘

은 크게 전처리, 초기 일정 생성, 통제, 대안 일정 생성, 분석의 다섯 가

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통합 부하평준화 일정생성 기법 개괄 

 

 

통합 부하평준화 일정생성 기법은 부하평준화와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

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목적 문제를 고려한다. 다목

적 문제는 고려하는 모든 기준에 대해 최적인 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유효해를 구하고 이를 의사결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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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적

함수로 변환하고 이를 대안 탐색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용자는 일정계획을 생성하고자 하는 상황의 정보를 입력단계에서 입력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유효해의 집단을 출력단계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 집단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원하는 해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제２절 알고리즘 세부 단계 

1) 전처리 단계 

일정 생성을 위해 주어진 프로젝트의 정보를 향후 수행할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한다. 이러한 변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관계 제약 정보를 앞 장에서 제시한 통합 관

계 제약에 입각하여 재정의하는 것으로, 각 관계 제약 종류에 따라 적합

한 Δij을 계산하여 이를 2차원 행렬에 저장한다.  

두 번째로 재공 재고 기간 발생 조건에 따라 해당 정보를 2차원 행렬에 

저장한다. 해당 작업 i가 재공 재고를 발생시키는 𝐴𝑤𝑖𝑝에 속하는 작업이

며, 또한 작업 i와 관계가 있는 작업 j가 작업 i의 재공 재고를 소멸시키

는 𝐴𝑓𝑖𝑛
𝑖 에 속하는 작업인 경우 2차원 행렬 값에 1의 값을 저장하며, 그

렇지 않을 경우, 0을 저장한다. 이 행렬은 이후 작업 i의 재공 재고 기간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저장된 두 종류의 2차원 행렬 정보는, 전처리 단계에서 확

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후 변경되지 않는다.  

 

2) 초기 일정 생성 단계 

이 모듈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초기일정을 생성한다. 초기일정

의 생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첫 번째 유형은 재공 재

고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 즉 부하평준화만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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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목적함수를 다음 식 (28)과 같이 변형한다.  

 

 Minimize  𝑙𝑖 𝑥     (28) 
 

이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구한 일정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부하평준화 정도의 하한값 𝑙∗를 구한다. 이는 대안 일정 생

성단계의 목적함수인 통합 지표에서 사용된다.  

두 번째로, 부하평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재공 재고 기간의 최소화만을 

추구하는 일정 생성한다. 이를 위해서 목적함수를 다음 식 (29)과 같이 

변형한다.  

 

 Minimize  𝑤𝑖 𝑥    (29)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달성 가능한 재공 재고 기간의 합

의 하한값 𝑤∗을 구한다.  

 

3) 통제 단계 

통제 모듈에서는 초기 일정 생성을 통해 구한 𝑙∗ 값과 𝑤∗ 값을 통합지표

에 반영한다. 이후 통합지표에 가중치 α  를 변경해가며 적용한다. 결과

로서 얻을 수 있는, 각 α  에 따른 부하값 𝑙𝑣과 재공 재고 기간값 𝑤𝑣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일정계획을 생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특

성과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α 값을 정할 수 있다.  

 

4) 대안 일정 생성 단계 

사용자가 결정한 α 값을 통합 목적함수에 설정하여 대안 일정를 도출한

다. 

 

5) 분석 단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 단계

로 돌아가 α 값을 재조정, 새로운 대안 일정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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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실험 결과 

 

제１절 실험 데이터 및 환경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작업들로 이루어진 단일 프로젝트 환경을 고려한

다. 실험은 작업의 개수, 시간제약, 관계제약을 달리하여 반복 실험하였

다. 개발도구는 ILOG CPLEX 를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Intel Pentium Dual 

Core 2.80GHz CPU가 사용되었고, 메모리는 3GB이었다. 해찾기에 허용한 

working memory는 128MB 이며, 시행마다 해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

간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상 시간이 소모되는 시행의 경우에는 해찾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성된 일정계획은 시간 가능해이며 관계 가능

해여야 하며, 모든 조건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２절 실험 결과 

 

제１항 예제 

예제로서 작업의 개수 20개인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의 

프로젝트 기간  은 34일이며, 각 작업의 작업 기간 𝑝𝑖로 임의의 정수값

을 부여하였다. 모든 작업은 1개 이상의 관계 제약을 가지며, 가상 작업

인 루트, 단말 작업과의 관계 제약을 제외한 작업당 실제 관계제약 수는 

평균 1개이다. 모든 작업 i는 재공 재고를 생성하는 𝑨𝒘𝒊𝒑에 속하며, 또한 

해당 작업 i는 여러 개의 후행 작업 중 한 개의 재공 재고 소멸 작업 

𝑨𝒇𝒊𝒏
𝒊 을 갖는다. 이 때 모든 작업의  𝑖는 1로 가정한다. 각 작업이 갖는 

작업 기간 및 관계 제약을 정리하여 AON(Activity-on-Node) 네트워크 모

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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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예제의 AON 네트워크 모형 

 

[그림 5]의 네트워크 모형은 작업을 절점(node)으로, 관계제약을 호(arc)로 

표현하는 AON 네트워크 모형이다. 각 작업의 작업 기간은 절점 하단에 

표기되어 있다. 이때 점선으로 이루어진 호는 재공 재고를 생성 및 소멸 

시키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어진 가정하에서 전처리 단계, 초기 일정 생성 단계를 수행하여 부하

값 𝑙∗, 재공 재고 기간값 𝑤∗값을 구한다. 이때의 값은 각각 222, 161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제단계 및 대안 일정 생성 단계를 통해 α 값 

변화에 따른 일정계획을 생성한다.  

 

1) α = 0 인 경우 

α  값이 0인 경우는 대안 일정 생성 단계에서 재공 재고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부하평준화만을 목표로 한다. 이때 생성된 일정계획은 아

래 [그림 6]과 같은 간트 차트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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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성된 일정계획의 간트 차트(α = 0인 경우) 

 

부하평준화를 위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업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의 부하값 𝑙𝑣  는 222이며 재공 재고 기간값 𝑤𝑣

는 220이다.  

 

2) α = 1 인 경우 

α 값이 1인 경우는 부하평준화 지표와 재공 재고 요소가 동일한 중요도

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때 생성된 일정계획을 간트 차트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생성된 일정계획의 간트 차트(α = 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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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부합값 𝑙𝑣은 232, 재공 재고 기간값 𝑤𝑣는 167이다.  

 

[그림 6]과 [그림 7]의 생성된 일정계획의 비교를 통해서, α값의 변동은 

일정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공 재고 요소의 발

생을 스케줄링 단계에서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작업들에 비해 긴 재

공 재고 기간의 발생시키는 작업들이(예: 작업 6, 10, 17) 재공 재고 기간 

발생의 감소를 목적으로 종료 시점에 가깝게 계획된다. 이와 같은 변경

은 일정계획의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부하평준화 정도에

도 영향을 준다. 이는 각 경우에 따른 부하 및 재공 재고 기간의 그래프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경우에 대한 시간에 따른 부하 그래프는 

[그림 8]과 같다. 이때의 부하는 해당 시점에 수행되는 작업의 자원 소요

량의 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작업에 따른 재공 재고 기간의 그래프는 

[그림 9]로 표현된다. 이는 해당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공 재고 기간

에 대하여 도시하고 있다. 

 

 

[그림 8] 시간에 따른 부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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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작업에 따른 재공 재고 기간 그래프 
 

[그림 8]과 [그림 9]는 각 경우의 따른 부하 및 재공 재고 기간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서, α 값의 변경을 통한 재공 재고 기간의 발생의 고려는 재

공 재고 기간의 감소를 추구하는 일정계획을 생성하지만, 반면 부하평준

화 정도는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α 값 변화를 세분화 하여 부하값 𝑙𝑣와 재공 재고 기간값 𝑤𝑣값의 

변화 추이를 도시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α 값 변화에 따른 부하값과 재공 재고 기간값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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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부하평준화 정도와 재공 재고 요소간 상충관계(trade-off)를 

보이지만, 부하값과 재공 재고 기간값은 상대적으로 각기 다른 척도

(scale)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 및 분석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척도를 갖는 부하지표 𝑙𝑖 𝑥 , 재공지표 𝑤𝑖 𝑥 , 및 𝑙𝑖 𝑥  + α(𝑤𝑖 𝑥)로 표현되는 

통합지표로의 변형을 통해 일원화 시킨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11]

에 표현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하지표와 재공지표 간 상충관계가 존

재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α 값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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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씩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회수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고려하는 

작업의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 유효 시간 내에 해를 찾는 비율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 실험에서는 시행마다 시간제약, 관계제약을 각기 달리하여 

반복 실험하였으며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값의 결과들을 평균으로 정

리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작업의 개수로 구분한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 

작업의 개수 α 부하지표 재공지표 통합지표 

10 개 

0 0 0.4347 0 

0.3 0.0213 0.3478 0.1256 

0.5 0.0493 0.1739 0.1363 

0.8 0.0740 0.1304 0.1784 

1 0.0862 0.1154 0.2016 

20 개 

0 0 0.3664 0 

0.3 0.0143 0.1490 0.0587 

0.5 0.0360 0.0496 0.0608 

0.8 0.0450 0.0372 0.0748 

1 0.0531 0.030 0.0835 

30 개 

0 0 0.1386 0 

0.3 0.0017 0.1095 0.0346 

0.5 0.0206 0.0583 0.0498 

0.8 0.0276 0.0468 0.0651 

1 0.0331 0.0371 0.0703 

40 개 

0 0 0.2604 0 

0.3 0.0414 0.0781 0.064845 

0.5 0.0662 0.0468 0.0896 

0.8 0.0993 0.0208 0.1160 

1 0.1200 0.0104 0.1304 

50 개 

0 0 0.0338 0 

0.3 0 0.0338 0.0101 

0.5 0 0.0338 0.0169 

0.8 0 0.0338 0.0271 

1 0.0130 0.0203 0.0333 

 

위 결과를 작업의 개수로 분류하여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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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작업이 10개인 경우) 

 

 

 

[그림 13]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작업이 20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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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작업이 30개인 경우) 

  

 

[그림 15]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작업이 40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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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α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변동(작업이 50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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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시행별 해찾기 프로세스의 세부사항 

작업의 개수 10 개 20 개 30 개 40 개 50 개 

제약 335 개 1355 개 2980 개 3979 개 6634 개 

변수 453 개 1859 개 4109 개 4563 개 8086 개 

변수(binary) 396 개 1773 개 3981 개 4424 개 7904 개 

변수(integer) 56 개 85 개 127 개 138 개 181 개 

해찾기 성공율 100% 70% 40% 20% 20% 

소요시간 3 초 4 분 12 초 15 분 6 초 19 분 37 초 21 분 31 초 

해찾기 실패율 . 30% 60% 80% 80% 

Gap . 2.20% 1.95% 2.32% 3.69% 
 

위에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업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찾기의 성공율을 점점 감소하고 계산 소요시간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제약 조건과 변수 또한 작업의 개수에 

따라 증가한다. 작업의 개수에 따른 소요시간의 변동 추이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 17]과 같다. 작업의 개수에 따른 해찾기 프로세스의 성공율을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18]과 같다.  

 

 

[그림 17] 작업의 개수에 따른 해찾기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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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작업의 개수에 따른 해찾기 성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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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기법을 통한 일정계획 생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0%

20%

40%

60%

80%

100%

120%

10 20 30 40 50

비

율(

%)

 

작업의 개수(개) 

해찾기 성공율 



– 44 – 

제６장 결론 

 

제１절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재공 재고 요소를 고려한 부하 평준화 프로젝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간 수행된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문

제 상황에서 현업의 특성 중 하나인 재공 재고 발생을 충분히 고려해주

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에

서 재공 재고 요소와 부하평준화 정도를 다기준으로 고려한 수리적 모형 

확립 및 일정계획 생성 알고리즘의 제공에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계산 비용을 줄이고자 통합 제약 모형을 도입하여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부하평준화 지표와 재공 재고 기간 지표 간 가중치

의 도입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 환경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반복 실험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

가하였다. 

 

제２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과제 

 

프로젝트 스케줄링은 NP-Hard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계산 비용으로 

인해 모든 상황에서 최적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고려하는 작업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해찾기 성공율이 감소하여, 다수의 작업으로 이루어

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산업의 경우 통합 일정생성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서 이와 같은 확정적 

기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휴리스틱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하 평준화와 재공블록 간 중요도를 반영하는 적절한 𝑎값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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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계획을 생성하고자 하

는 환경에 따라 부하평준화와 재공 재고 요소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𝑎값은 이러한 중요도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는

데, 이는 사용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𝑎값의 반영은 현업의 상황에 좀더 적합한 일정계획

의 제공이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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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Leveling in Project Scheduling 

Considering Work-in-Process Inventory 

 

Lee, Sungji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researches of project scheduling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Most 

of these studies considered single criteria objective, such as minimization of 

makespan or maximization of revenue, for building an efficient schedule. Thus, 

they have difficulties to apply real situation that have multi-criteria objective.  

In this research, I deal with the load leveling problem considering WIP (Work-in-

Process) inventory to propose a scheduling algorithm that reflects multi-objective  

situation occurring in the current industry. The algorithm, named integrated 

scheduling algorithm, seeks to reduce the fluctuation in the pattern of resource 

usage taking into account the WIP inventory in the stage of scheduling. In this 

context, I propose an integrated index considering both the load leveling and the 

duration of WIP inventory, and solve the problem by an exact method. Moreover, 

users can customize the algorithm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In the algorithm, 

integrated model of relational constraints is applied to lighten the burden of 

computation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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