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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의 제조업에서의 제품은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며 그 구

조 또한 복잡하다. 고객의 수요는 다양해지며, 이와 관련하여 다품

종소량생산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슈

가 부각되고 있는데, 좀 더 지능적이고, 자동화되고 통합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춘 공장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빠르게 출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 부품부터 최종 완성품까지 많은 벤더들이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B2B가 대부분이며 이에 복잡한 공급망

에 속해있는 제조 기업은 생산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주

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원자재 입고 지연, 기계의 능력 및 상태,

주문의 추가와 같은 다양한 상황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수립

된 생산일정계획과의 차이를 유발한다. 특히, 소수의 고도화된 시

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제조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하

는 체계가 미비하며 현장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케줄링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한다. 과거의 생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생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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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스케줄링을 제안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압실린더 생산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체계의 유용성을 입증할 것이다.

주요어 : Rescheduling, Decision Support System, Classification

Algorithm, Dispatching Rule, Smart Factory

학 번 : 2016-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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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스마트팩토리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

트팩토리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T로 통

합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

다. 또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절감, 인간중심의 작업환경이 구현되고, 개

인맞춤형 제조, 융합 등 새로운 제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공장이다. 앞으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 다양해질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비

로소 스마트팩토리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이러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제조업에서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제품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품에는 다양한 레벨의 벤더들이 연관

되어 있다. 즉 시장에 출시되는 하나의 제품에도 수많은 벤더들이 포함

되어 있고, 제품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 기업 중 B2C는 10%수준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비롯

한 나머지 제조 기업은 B2B이다. 이로 인하여 공급망 내 종속관계에 있

는 기업간의 생산스케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변동이 있는

생산스케줄 재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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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급망 내의 중소 제조 기업은 긴급주문, 원자재 납기지연, 불량품

발생, 작업자의 숙련도, 설비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립된 생산계

획과 실제생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Operation Discrepancy라

고 하는데, 소수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지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획과 실제 생산의 불일치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주로 현장 관리자의 지식 및 경험을 통해 생산계획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장의 이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Dispatching Rule 스케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Decision Support System을 제안하여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스케줄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본 시스템은 각

중소기업의 생산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Criteria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다.

⦁중소 제조 기업에서는 생산 정보에 따른 공정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생산 정보를 토대로 머신러닝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생산 및 공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스

케줄링을 진행한다.

⦁기준이 되는 Parameter를 토대로 생산 시의 이상 상황 및 긴급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시스템의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스마트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인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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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정의 이상상황 및 긴급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Decision Support System을 제안

한다. 특정 공정 및 상황에 대한 제약조건을 토대로 최적의 해를 제안하

는 일반적인 스케줄링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 제조 기업을 위한 리스케줄링 시스템 연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은 상위 단계 벤더의 주문에 맞추어 생산

Shop Order를 도출하고, 생산량과 납기를 토대로 생산계획을 세운다. 이

때 원자재 납품, 긴급주문, 설비 능력, 불량품 발생, 작업자의 숙련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계획과 실제 생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납기지연

을 초래한다. 과거의 생산 관련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생산 상황에 대

한 예측을 하고자 한다.

Shop Order 및 생산계획 패턴을 분석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미래 특정 시점의 생산 상황을 예측하고 이상 상황에 대응하는 생산 계

획을 세운다. 여기서 이상 상황은 각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시스템에서

중점을 두는 Criteria를 기반으로 한 긴급도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제안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스

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압실린더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본 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관

련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Decision Support

System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스케줄링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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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스케줄링, Dynamic Dispatching Rule,

Decision Support System 활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요약하고 본 연

구의 주안점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

가 제안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Data driven Support System for

Rescheduling을 Manufacturing Control Loop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세부

적인 노드에서의 단계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일반적인 Decision Support System이 특정 중소 제조기업에 적용되었을

때, 그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연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대상이 되

는 제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상상황 및 긴급 상황을 판별하고 이에 대

응하는 리스케줄링 성능비교를 통하여 본 체계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파

악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한계점,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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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및 배경이론 정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를 주제 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될 기법들에 대한 이론을 추가적으로 다

룰 것이다.

2.1 중소 제조기업의 스케줄링 관련 연구

오늘 날 중소 제조 기업들의 시장 속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고객들의 요구 조건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품의 수명주기는 점

점 줄어들고 있으며,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에서 다품종 대량 생산체계롤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등과 같은 다양한 제조지원시

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시스템의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an, 2015].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에서의 ERP/MRP시스템의 활용도는 떨

어지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

는 제조 기업의 경우 각 생산 제품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스케줄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하 단계의 벤더들의 상호영향으로 인하여 예

상하지 못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의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

는데, 일반적으로 스케줄러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고난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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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필요하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수리 계획법

(Mathematical Programming)은 수리적인 기법을 이용하므로, 높은 수준

의 계획을 수립함에는 용이하지만, 작업장의 정적인 특성만을 반영할 수

있다. 작업장 별로 변화하는 적용 환경에 따라서는 일일이 수리 모형의

변형이 필요하다[David 외, 2006]. 스케줄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몇의 고도화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연구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힘들다.

대기업들의 생산 공정에서는 이미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 중이고 그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소 제조 기업들 역시 APS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

었다. 그러나 유지보수 비용 및 전문 인력 미확보,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

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외, 2013].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에서는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제약 전파

기반 스케줄러를 통해 각종 기준정보 및 입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공정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H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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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ispatching 규칙 관련 연구

2.2.1 일반적인 Dispatching 규칙 연구

특정 산업과 생산 환경에 따른 디스패칭 규칙 연구는 Flow shop, Job

Shop, Hybrid Flow Shop등 다양한 생산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특히 높은 복잡성을 띄는 반도체공정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

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반도체 공정에서의 Batch, non-batch, setup time, emergency를 고려한

디스패칭규칙을 정하는 연구[CHEN, 2012]와 Wafer FAB공정을 대상으

로 On-time delivery와 Mean Cycle time을 고려한 디스패칭규칙 연구가

진행되었다[Chung and Park, 2014]. 또한 Dedication이 있는 FAB의 성

능향상을 위한 디스패칭 규칙과 Backward Pegging을 이용한 반도체 후

공정 스케줄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Park, 2014]. 최근 관련 연구에서는

주문생산 FAB에서 Flow Factor의 변화에 따른 각 Dispatching Rule의

KPI를 분석하여 각 공정마다의 속성에 적합한 Flow Factor를 정하였

다.[Jung, 2016]

또한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에서 Mean Flow time,

Mean Tardiness, Mean Earliness를 동시에 고려한 디스패칭연구[Chan,

2003], 동적 Job Shop 환경에서의 유전알고리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Park, 2001], 품질의 변화에 대하여 품질 목표를 달성하며 평균 납기지

연시간을 최소화하는 디스패칭규칙 연구[Ko, 2009] 등 디스패칭 규칙 선

정 연구는 다양한 산업과 공정 및 생산 환경의 Criteria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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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Hybrid Flow Shop 환경에서의 Dispatching 규칙 관련 연구

2.2.2.1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

본 연구의 Case Study의 대상이 되는 중소 제조기업에 초점을 맞추

어, 위 기업의 생산 라인은 Hybrid Flow Shop형태를 띄고 있다. 일반적

으로 HFS스케줄링 문제는 Parallel machine Scheduling(PMS), Flow

Shop Scheduling(FSS)로 이루어진 두 개의 스케줄링 문제의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PMS 문제의 요점은 특정한 작업을 기계에 할당

(Machine allocation)하는 것이고, FSS문제의 요점은 작업들간의 순서를

결정(Job sequencing)하는 것이다[Jun, 2014]

일반적인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문의 수와 기계의 수, 그리고 소요 시간은 사전에 알고 있다고 가

정한다.

⦁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공정(Stage)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적어도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 이상의 기계를 가져야 하며, 하나의 기

계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을 처리할 수 있다.

⦁ 하나의 주문은 여러 개의 작업(Operation)을 가지며, 각 작업은 정해

진 순서대로 처리된다.

⦁ 한번 시작된 작업에 대한 Preemption은 없다고 가정한다.

⦁ 모든 기계는 항상 활용 가능하며, 고장의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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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해법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수리적인 접근(Exact), 발견적 접근

(Heuristic), 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접근(Decis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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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Ribas et al., 2010].

[그림2-1] 스케줄링 문제 해법의 접근방식[Jun, 2014]

Constructive heuristic approach는 특정 규칙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능한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

로 거쳐 해를 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HFS 환경에서의 우선순위 규칙을 다루는 것 또한 섬유, 종이, 반도체,

조립산업 등과 같은 자동화된 제조환경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써 중요성

을 갖는다[Jayamohan and Rajendran, 2000]. 일반적으로 혼합 흐름 공정

에서 사용되는 디스패칭규칙은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 : FIFO)이

다. 그러나 공정마다 상이한 운영 특성 및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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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되는 디스패칭규칙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FSMP(Flow Shop with multiple processor)에서 여섯

가지의 디스패칭규칙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SPT(Shortest Process

Time)이 총 주문 처리시간과 평균 사이클 타임의 최소화 관점에서 좋은

성과를 보임을 증명한 연구[Botta, 2000]가 있었으며, 작업이 동적으로

도착하는 혼합 흐름 공정에서 MDD(Modified Due Date)와

SPTL(Shortest Processing Time Local)이 최대 및 평균 사이클 타임 그

리고 평균 납기지연 시간에서 다른 할당규칙보다 좋은 성과가 있음을 보

인 연구[Sarper and Henry, 1996]가 진행되었다.

최근까지 혼합 흐름공정에서 할당규칙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는 단일 할당규칙들 간의 비

교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많았으며, 다중 흐름 공정의 병목공정에서 다

양한 성능지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할당규칙의 조합을 찾는 연구

[Yoon, 2013]가 기존과는 다른 연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및 생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스패칭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2.3 Data-mining기법을 활용한 스케줄링 연구

또한 앞 절에서 언급되었던 HFS의 해결 방법론 중 시뮬레이션 및

Decision Support System 기법은, 스케줄링 문제를 모델링하고 시뮬레

이션을 통해 작업 데이터를 생성하여, 어떤 해법이 가장 좋은 해를 보이

는지를 결정하는 연구이다.

비단 HFS환경에서의 해법만이 아닌 다양한 공정 환경에서의 디스패칭

규칙 선택에 있어서 Data-mining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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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스케줄링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디스패칭 규칙을 활용하는 스케줄

링 문제에 대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후보 규칙 중에

서 하나의 규칙을 선택하거나 기존 규칙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우선 순위

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규칙집합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Hong,

2014].

미리 생성되어 있는 생산 스케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 규칙이 알려

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data-driven approach를 사용하여 실제로 적용된

디스패칭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스케줄링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일 기계와 단일 공정으로 구성된 작업들

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에서 어떤 공정을 먼저

수행할 지를 학습을 수행하여 판단하였다[Li and Olafsson, 2005].

또한 Flow Shop 환경에 대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패턴

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스케줄링 성능을 보일 수 있는 Rule set

scheduler를 개발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Kumar and Rao, 2009]. 나아

가 생산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간별 후보 디스패칭 규칙 중에서 하나의 규칙을 선택할 수도

있다[Metan et al, 2010].

실시간 기반의 스케줄링 의사결정에도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FMS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 SVM(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er를 활용하여 동적인 디스패칭 규칙 선택을 위한 분류 방법에

적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다[Shiu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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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본 연구의 방향성

관련 연구인 일반적인 디스패칭 규칙연구와 Hybrid Flow Shop 스케줄

링 연구 그리고 Data-mining을 활용한 스케줄링 연구 모두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 하는 바는, Decision Support System에서 생산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정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디스패칭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

기업에서는 ERP, MRP, MES등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

으며 생산 환경에 맞는 디스패칭 규칙을 정하는 이슈에 앞서서 공급망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생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고 현재

와 앞으로의 공정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궁극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안에서의 각 레벨에 속한 벤더의 영향을 반

영한 상황별 스케줄링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관련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체계가 중점적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면 [표 2-1]와 같다.

관련연구 본 연구와의 방향성

Dispatching Rule

선정연구

기본적인 디스패칭 규칙을 활용하지만 각 중소 제조기업에

상황에 맞게 조합 혹은 변형한 알고리즘을 활용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연구

사례연구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환경에 해당하는

Hybrid Flow Shop에서의 리스케줄 방법론 제안

Data-mining기법을

활용한

스케줄링 연구

각 기업의 변화하는 공정 상황과 관련하여 이상상황 및

긴급도를 예측하는데 Data-mining기법 활용

[표 2-1] 본 연구의 방향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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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산 시스템 개선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공정 상황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배경이론이 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지식획득의 과정을 컴퓨터를 통하여 자동화하

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며[Langley and Simon, 1995],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Mitchell, 1997].

다음은 스케줄링연구를 비롯하여 생산시스템 및 공급체인에서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활용되었던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하여 소

개하겠다.

2.3.1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여러 가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서 독립 변수 공간을 분할하는 분류 모형이다. 즉, 주어진 입력값에 대하

여 출력값을 예측하는 모형인데 나무형태의 그래프를 띄고 있다. 분석

대상 자료의 탐색과 추론을 위한 모형구성의 2가지 특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분화, 분

류, 예측, 차원축소 및 변수선택, 교효작용효과의 파악을 위하여 활용 가

능하다.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공급망안에서의 각 벤더의

협력 및 무형자산의 시너지효과에 대해 분석할 수도 있다[Cho, 2016]. 스

케줄링 연구와 관련해서는 Two Machine Flow Shop 환경에서의 디스패

칭 규칙 선정에 있어서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 활용되었다

[Balasundaram, 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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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설명력이 높으며, 결과에 대한 근거를 나뭇가지 형태로 추

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계산 시간이 비교적 빠르며 변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이 높은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ID3, C4.5, CART등이 있다.

2.3.2 SVM(Support Vector Machine)

로지스틱 회귀와 함께 분류를 위한 강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SVM(Support Vector Machine)이다. SVM은 퍼셉트론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한 알고리즘이며, 퍼셉트론이 분류 오류를 최소화

하는 알고리즘인 반면 SVM은 margin을 최대가 되도록 하는 알고리즘

이다.

[그림 2-2] SVM의 다양한 분석 형태 예시[Nobl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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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공간과 관련된 비선형문제를 고차원의 특징공간의 선형문제로 대응

시켜 나타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수월하다. 또한 SVM

은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게 학습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할 수 있다[Hearst, et al, 1998].

SVM을 활용한 연구에는 문서분류, 영상인식, 문자인식과 관련된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의 품질 이슈와 관련

하여 수율 예측 연구에 많이 이용되었다.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처리되

는 Lot단위의 최종 검사 수율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LoT단위 최종 검사 수율 예측에도 활용되었다[An,

2009]. 또한 제조공정에서 SVM을 도어 트림 공정에 적용하여 실시간 공

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Oh et al, 2013]

장점으로는 범주나 수치 예측 문제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노이즈 데

이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잘 과적합되지 않으며 높은 정확도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점은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커널과 모

델에서 매개변수의 여러 가지 조합 테스트가 필요하며 입력 데이터 Set

의 예제 개수와 속성의 수가 많다면 훈련이 느릴 수 있다. 또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잡한 블랙박스가 된다는 점이다.

2.3.3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학습 알고리즘이다. 시

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이 학습을 통해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는 비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인 다층인공신

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의 경우 [그림2-3]과 같이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로 구분이



- 16 -

된다. 그리고 각 층들은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인경신경망의 구조[Choi, 2003]

입력층은 예측값(출력변수)을 도출하기 위한 예측변수(입력변수)의 값

들을 입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닉층은 모든 입력노드부터 입력값을

받아 가중합을 계산하고, 이를 전이함수에 적용하여 출력층에 전달한다.

각 입력노드와 은닉노드들은 모두 가중치를 가지는 망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은닉노드와 출력노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있다. 또한 가중치는

연결강도로 표현되며 랜덤으로 초기에 주어졌다가 조정되는 과정을 거친

다. 전이함수는 비선형함수를 사용하고, 전이함수를 통하여 출력층에 예

측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 비선형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An, 2017]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역시 다양한 분야의 예측에 활용되는데,

JIT(Just-In-Time)하의 납기가 공통으로 주어진 작업들의 스케줄링 문

제에서 활용되었으며, 작업들의 작업개시시간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스케

줄링 문제를 푸는 데에도 활용되었다[Kim, 1995]. 또한 공급사슬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예측하는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다양한 정량적 운영 지표

를 선별하고 인공신경망을 통해 성능을 예측한 결과는 다른 예측기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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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측오차율과 상관계수 관점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Yoon, 2016]

ANN의 장점으로는 분류나 수치 예측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영역의 자료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링 접근법 중 하나이

다. 또한 연속형과 범주형 자료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반대로, 결과의

도출과정이 블랙박스이며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며 복잡한 학습과정 때

문에 모형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훈련데이터에 과적합화나 과소

적합화가 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2-2]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러닝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장점 단점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

Ÿ 설명력이 높다

Ÿ 결과에 대한 근거 추적 가능

Ÿ 계산시간이 빠르며 변수선택 가능

영향이 높은 변수를 선택가능

Ÿ 연속형 변수 처리에 한계

Ÿ 표본의 크기에 민감함

Ÿ 선형예측이 힘듬

SVM

Ÿ 범주나 수치 예측문제에 사용 가능

Ÿ 노이즈 데이터에 영향 적음

Ÿ 과적합되지 않으며 높은 정확도

Ÿ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한 커널과

모델에서 매개변수의 여러 가지 조

합테스트 필요

Ÿ 입력 데이터 및 예제 개수와 속성

의 수가 많으면 훈련이 느릴 수 있

음

ANN

Ÿ 분류나 수치 예측문제에 적용 가능

Ÿ 복잡한 영역의 자료에서도 좋은 성

능을 보임

Ÿ 연속형과 범주형 자료 모두 처리

가능

Ÿ 결과의 도출과정이 블랙박스이며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듬

Ÿ 훈련데이터에 과적합화나 과소적합

화가 되기 쉬움

[표 2-2] 각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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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driven Decision Support System for

Rescheduling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Decision Support System을 활용

한 Manufacturing Control Loop을 제안하고자 한다. Decision Support

System의 Manufacturing Control Loop에서의 역할과 세부적인 프로세

스를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3.1 Manufacturing Control Loop

3.1.1 일반적인 Control Loop

일반적으로 스케줄링을 비롯한 생산시스템의 의사결정은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된다. 앞으로 대기업의 생산시스템 이외에도 중

소기업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일원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의사결정에 관

계되는 데이터의 양은 방대해질 것이며, 이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도 있는 반면 불필요한 데이터로 인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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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반적인 Control Loop [McFarlane et al. 2003]

따라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각 노드에서의 데

이터 계산시간을 증가시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Shop floor

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3.1.2 Decision Support System 노드

따라서 본 연구는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는 노드를 제안한다.

중소 제조기업에서의 스케줄링과 관련된 Manufacturing Control Loop에

대입해봤을 때, 위 시스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빠른 Manufacturing Control Loop제안

⦁ 스케줄링과 관련된 유의미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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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 Floor에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Rescheduling될 것인가

⦁ 어떠한 근거로 Rescheduling될 것인가

3.1.3 개선된 Manufacturing Control Loop

[그림 3-2] 제안하는 Control Loop

(Modified From [McFarlane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anufacturing Control Loop은 [그림2-2]와 같다.

공정에서 스케줄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실행하며 운영되고 생산

및 공정설비에 대한 데이터가 취득된다. Decision Support System에서

는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이를 피드백하여 새로운 스케줄 의

사결정을 내린다.

각 중소 제조기업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활용정도 및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Decision Support

System에서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및 양은 기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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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스케줄링 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Criteria(Throughput-based, Flowtime-based, Due-Date-based

등)를 목표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준이 되는 Parameter를

통해 리스케줄링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이다.

3.1.4 Manufacturing Control Loop의 3 Part

[그림 3-3] Manufacturing Control Loop의 3단계

① Operation & Sensing Part

Decision Support System 노드를 거치기 전의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Operation이 이루어지고 제품, 공정, 수주 등 생산 운영 결과 데이터가

종합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과거에서부터 누적되고 ERP, MPS, MRP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되고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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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ecision Support System Part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ecision Support System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Prediction 단계, Classification 단계, Decision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

단계에서 종합된 생산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앞으로의 공정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인지 이상상황인지 긴급도를 기

준으로 파악하고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리스케줄

링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③ Decision Execution Part

리스케줄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생산 및 운영이

반복된다. 다시 생산과 관련된 결과 정보를 Decision Support System

노드에 전달하면서, Manufacturing Control Loop이 지속적으로 순환한

다. 본 연구의 핵심인 Decision Support System의 각 노드에 대한 세부

적인 프로세스를 다음 절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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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ecision Support System

3.2.1 Model Framework

Decision Support System에 대한 Framework는 아래의 [그림3-4]와 같

다.

[그림 3-4] Decision Support System의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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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Decision Support Syste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거의 생산 관련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생산에서의 공정 상황을 판별

하여 이를 기준으로 리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이다. Decision

Support System은 Prediction단계와 Classification단계 그리고 Decision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rediction단계에서는 Product and Operation

Sensing노드에서 종합된 생산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의 긴급도를

판단하는 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Classification 단계로 보낸다.

Classification단계에서는 긴급도 인자를 Threshold와 비교하여 공정이

이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어떠한 스케줄링 범주에

속하는 지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Decision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리

스케줄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3.2.2 Prediction 단계

[그림 3-5] Urgency Parameter 도출

하나의 생산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

된다. 생산시스템 안에서의 취득되는 데이터의 양은 중소 제조기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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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생산 Cycle이 반복되면서 데이터는 지속적

으로 누적된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공정의 긴급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긴급도는 각 기업이 어떠한 Criteria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Throughput-based, Flowtime-based,

Due-Date-based 등)

ERP, MRP단에서 내려온 수주 및 납기데이터와, 공정에서의 설비데이

터, 센서 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여 긴급도를 나타내는

Parameter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어떠한 공정 지표가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지표인지 선별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인자를 종합하여

Urgency Parameter(긴급도 인자)를 선정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Decision Support System에서 공정의 긴급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문형 생산의 환경을 가진 제조기업은 Due Date를 준수하

는 것이 중요한 Criteria가 된다. 평균 납기 지연일을 하나의 Urgency

Parameter로 선정하였다면,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생산 관련 데이터를 종

합하고 Due Date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다.



- 26 -

Product 
ID

Shop 
Order_# Quantity Due 

Date
공정1_ 
Processing

Time

공정2_
Processing

Time
… Production

Parameter1
Production
Parameter2

Production
Parameter3

Decision 
Urgency

A0001 210112 500 4 5 3.0 10.0 0.1 ?

A0012 210562 300 5 6 2.0 12.0 0.25 ?

B0001 312001 250 10 8 3.0 15.0 0.33 ?
… … … … … … … … …
… … … … … … … … …

[표 3-1] Data Collection 예시

각 제조기업마다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고 그동안 데이터의 축

적 정도 또한 다르며, 생산 환경도 상이할 것이다. Due Date 준수에 초

점을 맞춘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RP, MPS, MRP단에서의 데

이터와 설비 및 공정 관련 데이터를 종합한다. 예를 들어, 생산 수주에

대한 ITEM, 생산량, 납기, 잔여일, 각 공정에서의 Processing Time, 불

량률 등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각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환경에

중요한 Criteria와 관련된 취득 가능한 데이터를 [표 3-1] 의 예처럼 종

합한 후 러닝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앞으로의 공정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상상황 및 긴급도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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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rediction

중요 Criteria와 관련된 제품 데이터, 생산 데이터 그리고 계획과 실제

생산의 불일치 데이터를 최대한 종합했다면, 머신러닝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공정의 긴급도를 판단할 수 있다. 보통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특정 생

산 환경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을 선별하는데 활용

이 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생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배경이론에서 소개한 머신알고리즘 중에서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예측분야에서 활용하는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의 방

법이 아닌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활용하는 이유는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를 쉽게 예측해 줄 수 있으며,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에 관계없이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록 결과에 대한 분류와 예측 결과만을 보여주는 블랙박스를 거치기

때문에 결과 생성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또한 입력변수들

간 비선형 조합이 가능하여 예측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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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Execution & Operation 단계의 순환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가 종합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분할하여 인공신

경망의 훈련(Training)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훈련된 인공

신경망의 추정능력을 검증(Validation)하는데 활용한다. 인공신경망의 구

조는 크게 입력노드(Input Node), 히든노드(Hidden Node) 및 출력노드

(Output Node)로 구성되는데 설계변수는 입력노드에, 공정평균과 산포는

각각 출력노드에 대응된다.

[그림 3-7]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 [Kwak, 2011]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히든레이어 및 히든노드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인공신경망의 추정능력은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더불어 학습규칙

(Learning Rule)에 따라 차이가 많다. 인공신경망 구조의 대안들에 대해

평균오차제곱합(Mean Squared Error)이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

다[Tritiya R, 2013].

예를 들어 평균납기지연일을 긴급도를 판단하는 Urgency Paramet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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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면, 생산 수주에 대한 ITEM, 생산량, 납기, 잔여일, 각 공정에서의

Processing Time, 불량률의 각 인자를 종합한 후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의 블랙박스를 거쳐 앞으로의 샵오더 평균납기지연일을 예측하여 공정의

긴급도를 판단한다.

3.2.3 Classification 단계

[그림 3-8] Classification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한 Prediction을 통하여 도출된 공정의 긴

급도에 대한 Decision Urgency를 바탕으로 리스케줄링에 대한 의사결정

을 진행한다. [그림 3-8]과 같이 Urgency Parameter를 기준으로

Threshold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Regular Scheduling과 Responsive

Scheduling을 결정한다.

Regular Scheduling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스케줄링을 의미한다. 통상

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에서의 생산 스케줄은 복잡한 스케줄링 기법이 활

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다품종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

업의 경우 ITEM의 숫자가 100개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제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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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세부적인 생산 스케줄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고정적인 스케줄을 기반으로 생산을 진행하다 납기가 특정 범위이

상 지연되거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잔업특근이 이루어지곤 한다. 그래도

적정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페널티를 내거나 긴급 Shipment Cost가

발생하여 큰 타격을 입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납기지연과 관련된 Urgency Parameter를 통해 기업마다의

정해진 Threshold값과 비교하여 이상 상황을 미리 감지한다면,

Responsive Scheduling의 범주에 있는 스케줄링 적용한다. 납기지연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을 조합한 Hybrid 알고리즘이나 각

기업에 상황에 맞게 변형한 Modified 알고리즘을 통하여 페널티와 긴급

Shipment Cost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Performance Scheduling의 범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업의 Criteria에

따른 목적함수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이 속하여,

Responsive Scheduling의 범주에 속하는 디스패칭 규칙과의 성능비교를

진행한다.

종합하면, Urgency 인자와 Threshold를 비교하여 어떠한 범주에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활용할지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스케줄링을 통해 생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

다.

3.2.4 Decision 단계

최종적으로 공정 상황에 따라, 이상상황이 예측됐을 때의 리스케줄링은

각 기업, 상황에 맞는 목적함수에 따라 디스패칭 규칙이 정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소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공정 환경이 대기업

과 비교하여 복잡하지 않고 기존 스케줄링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디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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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규칙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디스패칭 규칙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규칙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거나 다른 규칙끼리 조합하여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 여러 스케줄링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몇 가지 기본적인 디스패

칭 규칙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SPT(Shortest Processing Time)규칙

Mean Flow Time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디스패칭 규칙으로 작업들을

가공시간이 적은 순서대로 작업을 배열한다. 또한 총 대기시간과 평균대

기시간, 평균 Lateness, 평균 작업 완료시점의 목적함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EDD(Earliest Due Date)규칙

Tardiness와 Lateness를 목적함수로 가지는 문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디스패칭 규칙으로, 납기가 빠른 순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EDD 규칙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각 작업의 소요시간(Process time)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MDD(Modified Due Date)규칙

작업시간을 고려하지 못하는 EDD규칙을 보완한 디스패칭 규칙이다. 기

본적인 순서 결정은 EDD규칙과 동일하나 현재 시간과 소요 시간의 합

과 납기 중 큰 것을 새로운 Modified Due Date로 설정한다. 이를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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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1)

CR(Critical Ratio)규칙

Critical Ratio는 납기와 현재시간의 차이를 잔여작업시간으로 나눈 값

인 긴급률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가지는 작업일수록 긴급한 것으로 고

려하여 먼저 선택한다. CR규칙은 Dynamic 규칙의 하나로 도착시간이

동적인 환경에서 평균 Tardiness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규칙이다. CR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2)

SLK(Slack-based)규칙

여유 시간은 작업의 긴급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는 Due Date에

서 소요시간을 뺀 것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시간을 고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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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간 규칙은 다음 식과 같다.

 
min
∈  

  



   (3)

위 식을 이용하여, Slack이 작은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전체 순

서를 구한다.

만약 Urgency Parameter가 Threshold를 넘어 이상상황으로 판별될 시

에는 Responsive Scheduling에 속해있는 디스패칭 규칙 중 각 목적함수

에 맞는 규칙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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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수행도

아래의 [그림 3-9]는 Prediction 단계에서 도출된 Urgency Parameter를

기준으로 Classification 단계에서 Threshold에 따라 스케줄링 디스패칭

규칙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Decision 단계에서 리스케줄링이 수행되는

Decision Support System의 절차를 나타낸 시스템 수행도 그림이다.

[그림 3-9] 시스템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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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실제 유압실린더 생산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체계의 실증적 검증을 진행한다. 3절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를 따라 실

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계획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4.1 실험환경

사례연구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국내의 한 중

소 제조기업이다. 현재 총 800가지, 매월 350가지의 Item, 16000개의 제

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원활한 혼류생산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계획

대비 실제 생산량이 부족,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잔업과 특근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몇몇의 Item의 경우 납기 지연이 일정 수준이상 발생하게 되면,

긴급 Shipment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 상황에 따른 생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이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도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기업에서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

며,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공정 Data를 활용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현재 생산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A, B

아이템이며, 한 라인에서 혼류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A, B 아이템은

각각 상위벤더 3-4곳의 주문을 받아 생산되며, 납기지연이 일정 이상 기

간 발생할 시에, A, B 아이템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비용이 발

생하고 특히, B아이템은 해외 긴급 배송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납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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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위해 미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불필요한 재고 보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납기지연이 발생했던 수주와 관련된 샵오더의 계획생산량

목표달성률, 납기지연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 [그림 4-1]은 A, B 아이템의 혼류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정 흐름도

이며, 각 생산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되므로, 스케줄링 문제의 분

류 중 흐름 생산(Flow Shop)스케줄링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A 아이템

은 H/C용접과정이 불필요함) 또한 각 공정 별로 선택 가능한 기계 및

작업대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각 생산 단계(stage)별로 병렬 기계선택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로 구체화 할

수 있다.

[그림 4-1]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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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요 공정인 나사가공, 내경가공, 용접, 최종조립 4단계

의 Stage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소재절단 및 1차가공과 도금 등

의 공정은 소요시간이 비교적으로 짧으므로 1차가공으로 묶는다. 따라

서 유압실린더 A, B아이템의 생산 공정의 스케줄링 문제를 주요 공정위

주로 재정의하면 평균 납기지연일을 최소화하는 4-stage Hybrid Flow

Shop 스케줄링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 스

케줄링 문제를 정리하면 [그림 4-2] 와 같다.

[그림 4-2] 주요 공정흐름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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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1]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스케줄링 환경에 대한 정리이

다.

구분 내용

제품 유압실린더(주문형 생산)

Target Item A, B Item

공정 형태 병렬기계 4-Stage Hybrid Flow Shop

Target 공정 나사가공, 내경가공(Bottleneck), 용접, 최종 조립

스케줄링문제 특징 추가 작업(야근, 특근)은 없음(가정 사항) / 
A,B 전용혼류생산라인 Targeting

Urgency 
Parameter

평균납기지연일(Threshold 범위 초과 시
 Penalty 및 긴급 Shipment Cost발생)

일반적 HFS해법
①수리적인 접근(Exact) ②발견적 접근(Heuristic)

③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접근
(Simulation/Decision Support System)

④혼합 접근(Hybrid)

본 연구의 해법 시뮬레이션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적인 접근

주요 활용 Data ERP, MRP MPS Data – 수주 Data, 제품 Type, Shop Order #,수량, 
납기, 잔여일, 각 공정 Processing Time, 대기 작업 1,2,3,4,5 동일

[표 4-1] 실험 환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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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과정

4.2.1 Prediction

먼저 주문형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 기업의 특성 상, 상위 벤더의

생산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 기업에서 납기를 준수하여

야 한다. 각 상위 벤더에서의 주문이 들어오고 생산량 및 납기가 정해지

면 샵 오더를 생성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

였듯이, 위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는 매우 다양하며, 제품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스케줄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고정

적인 생산이 진행되다가 납기 지연이 일정 기간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야근과 특근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위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납기준수라는 목표 Criteria에 따라

Urgency Parameter는 평균납기지연일로 선정하였다. 또한 A, B 두 아이

템을 주문하는 상위벤더의 수는 3-4 군데이며, 수주에 따라 샵오더가 생

성되고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ERP, MRP 단에서의 주문에

따른 샵오더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Urgency Parameter를 예

측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스케줄링은 5-6개의 Shop Order를 기준으로 세워

지며, 긴급주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야근과 특근을 통해 평균납기지연일

을 최소화한다. 먼저 위 기업에서의 ERP, MRP상의 최근 4년간의 수주

관련 데이터와 이에 따른 샵오더 데이터 그리고 공정 및 설비데이터를

종합하였다. 평균납기지연일이라는 Urgency paramete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중 추출 가능한 공정, 생산, 실적데이터를 최대한 추출하였

다.



- 39 -

2014-2017년 상반기까지의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여 정리한 형식의 예

시는 [표 4-2]와 같다.

일자 제품
Shop

Order #
생산량 납기 잔여 ··· 대기1 ··· 대기2 ··· 대기3 ···

평균납기

지연일

15-10-11 A 2100223 300 15-10-15 4 2100556 2155002 2108995 3

15-10-12 A 2100223 200 15-10-15 3 2100556 2155002 2108995 2

15-10-13 B 2100556 150 15-10-20 7 2105668 2156002 2100115 8

15-10-14 B 2100556 150 15-10-20 6 2105668 2156002 2100115 0

··· ··· ··· ··· ··· ··· ···

··· ··· ··· ··· ··· ··· ···

[표 4-2] 사례 연구 Data Collection

Data Collection과정에서 종합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으

며 이를 기반으로 Prediction 단계에서 십층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Urgency Parameter인 6개의 샵오더의 평균납기지연일을 예측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Artificial Neural Network알고리즘을 활용한 이

유는 연속형과 범주형 자료 모두 처리가 가능하며 복잡한 영역의 자료에

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또한 본 기업의 Input 데이터의

Non-linear관계를 보이는 특성상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하여 좋은 예

측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1645개의 데이터 중 1175개의 Training Set과 235

개의 Validation Set 그리고 235개의 Test으로 나누어 인공신경망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알고리즘은 케라스 랩핑 API를 활용하여 구현하였

다.

종합한 영향인자의 종류와 개수를 조절하며 예측의 좋은 성능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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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의 조합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자

체의 Hidden Layer와 Epoch수, Batch Size를 조절하면서 최적의 예측

성능을 보이는 Parameter조합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음의 [표 4-3]과 [표4-4]는 Urgency parameter인 각 샵오더의 평균납

기지연일을 예측한 데이터조합 및 Parameter 조합 중 좋은 성능을 보인

Case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Input

Data

Product
Type

Shop Order Type

Production

&

Operation

Discrepancy

Shop Order Number

Shop Order 총 생산량

일일 계획 생산량

Due Date

잔여일

대기 작업1(다음 Shop Order) 계획 생산량

대기 작업1(다음 Shop Order) 납기

대기 작업1(다음 Shop Order) 잔여일

대기 작업2(다음 Shop Order) 계획 생산량

대기 작업2(다음 Shop Order) 납기

대기 작업2(다음 Shop Order) 잔여일

대기 작업3(다음 Shop Order) 계획 생산량

대기 작업3(다음 Shop Order) 납기

대기 작업3(다음 Shop Order) 잔여일

대기 작업4(다음 Shop Order) 계획 생산량

대기 작업4(다음 Shop Order) 납기

대기 작업4(다음 Shop Order) 잔여일

대기 작업5(다음 Shop Order) 계획 생산량

대기 작업5(다음 Shop Order) 납기

대기 작업5(다음 Shop Order) 잔여일

스케줄 스케일 평균 잔여일

Output Data

Shop Order별 납기지연일

스케줄 스케일 총 납기지연일

스케줄 스케일 평균 납기지연일

[표 4-3] Data 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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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 3번 4번 5번

Hidden Layer수 3 3 3 3 5

Epoach수 50 30 100 100 70

Bach Size 14 14 14 10 14

Hidden Layer 뉴런수 256 256 256 128 256

[표 4-4] 알고리즘 Parameter 조합

아래의 [표 4-5]는 반복 실험 결과 도출된 MSE(Mean Square Error)값

과 결과 그래프이다.

Case
MSE값

Train Score Validation Score Test Score

1번 0.0256375346491 0.0647024854542 0.0600856034419

2번 0.0310986415535 0.081236987133 0.0826475701144

3번 0.0223509353368 0.0376120900854 0.0608651905169

4번 0.0143431918275 0.0511153976334 0.0740186791135

5번 0.035915897701 0.0876468999074 0.0687124701137

[표 4-5] 러닝 알고리즘 각 Case 결과값

반복 실험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3번 Case를 선택하여

Classification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4-3]은 3번 Case

의 Layer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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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3번 Case의 Layer 구조

4.2.2 Classification

Prediction 단계에서의 Urgency Parameter, 위 기업에서는 평균 납기지

연일이 예측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Classification 단계에서는 긴급

도 인자를 Threshold값과 비교하여 스케줄링 디스패칭 규칙을 정하게

된다. 먼저 Threshold값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위 기업에서 납기지연에 따른 Penalty와 긴급 Shipment Cost가 발생하

는 납기 지연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A아이템의 경우 국내업체 위주의 주문을 받고 있으며, B아이템은 일본

과 미국 회사의 주문을 받고 있다. 납기지연에 대한 전체적인 Penal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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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B아이템이 A아이템보다 높은 배상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A

와 B아이템에 생산에 대해 같은 Urgency Parameter가 예측되었다면, B

아이템의 샵오더에 대한 작업이 우선시된다.

실험에 활용된 1645개의 데이터 중에서 스케줄링이 되는 샵오더에 대한

평균납기지연 8일을 Threshold값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계획된 생산스

케줄대로 생산할 시에는 높은 Penalty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 상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Regular Scheduling이

아닌 Responsive Scheduling의 범주에 속하여 기존의 스케줄과는 다른

디스패칭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환경

에 Due Date준수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을 위 기업에 상

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이상·긴급상황에서의 평균납기지연일

을 줄이는 리스케줄링을 진행하게 된다.

4.2.3 Decision

본 연구의 Decision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리스케줄링에 대한 디스패칭

규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3장에서 정리한 기본

적인 디스패칭 규칙 중 Due Date 준수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디스패칭

규칙을 변형하여 리스케줄링에 활용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통상적인

생산 스케줄과 비교하여 이상·긴급상황에서의 평균납기지연일을 줄여 피

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실험에 활용된 디스패칭 규칙은 EDD, MDD, SLACK 규칙이며, A, B

아이템의 납기지연 Penalty인자를 고려한 Modified EDD, Modified

MDD, Modified SLACK 규칙을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확한 성능비교를 위하여 Performance Scheduling에 속하는 디

스패칭 규칙 중 평균 Tardiness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CR의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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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행한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시스템 수행도를 사례연구 대상기업에 맞게 변형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4-4] 사례 연구 시스템 수행도

먼저 [그림4-4]의 시스템 수행도 상에서 Urgency Parameter는 스케줄

수립 총 Size인 6개의 샵오더의 평균납기지연일을 의미하며 러닝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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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통하여 예측값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Threshold값인 평균납

기지연일 8일을 기준으로 초과된다면 이를 긴급 상황, 이상 상황으로 판

단하고 해당 샵오더를 시작으로 스케줄 수립 Size인 그 다음 5개의 샵오

더 작업에 대한 리스케줄링이 시작된다.

작업의 가중치는 각각의 디스패칭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데, EDD,

MDD, SLACK 원래의 디스패칭 규칙 공식에서 혼류 생산하는 A, B아이

템의 각각의 납기지연 Penalty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B

아이템의 가중치가 A아이템의 가중치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A아

이템의 작업과 B아이템의 작업이 동일한 값을 나타낼 시에는 B아이템

샵오더 작업을 먼저 생산할 수 있도록 디스패칭 규칙을 변형하였다.

작업의 가중치 계산을 통해 스케줄 수립 Size를 기준으로 모든 작업 순

서가 정해지면, 주요 공정인 나사, 내경, 용접, 최종조립 총 4-Stage의

각각의 병렬 기계에 작업을 할당하게 된다. 모든 대기 작업을 기계에 할

당한다면 리스케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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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결과분석

먼저 이상·긴급 상황으로 판단되어 Responsive Scheduling 범주로 분류

된 스케줄 Set 30개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기존의 스케줄과 Modified

EDD(Earliest Due Date), Modified MDD(Modified Due Date), Modified

SLK(Slack-based)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스케줄의 평균납기지연일을

비교하였다. 복잡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 별 평균계산시간은

짧으며 비슷하다. 반복 실험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알고리즘
평균납기지연일

(일)

평균납기지연

감소일수 (일)

평균납기지연

감소율

기존 스케줄 9.278 - -

Critical Ratio(CR) 7.532 1.744 0.188

Modified EDD 7.701 1.575 0.169

Modified MDD 7.070 2.206 0.238

Modified SLK 8.393 0.883 0.095

[표 4-6] 실험 결과 비교

실험결과를 보면, 이상·긴급 상황에서의 기존 스케줄을 시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MDD, EDD, SLK순으로 평균납기지연 감소율이 컸다. 또한 기

존 Due Date과 관련하여 Mean Tardiness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Performance Scheduling 범주에 속한 CR(Critical Ratio) 디스패칭 규칙

은 Modified EDD, Modified SLK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종합하여

보면, 평균적으로 Modified MDD 디스패칭 규칙을 적용했을 때 평균납

기지연일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상·긴급 상

황에서의 납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좋은 성능을 보임을 의미한다. 궁

극적으로는 기업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의 측면에

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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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5.1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아직까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케줄링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정 상황에 대

한 명확한 인지 부족으로 이상·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 미비

한 실정이다.

제안하는 Decision Support System은 총 3단계로, 먼저 과거의 생산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공정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한다. 예측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상황과 이상·긴

급 상황을 분류하여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디스패칭 규칙을 선정하는 과

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이상·긴급 상황의 경우 Modified 디스패칭 규

칙을 적용하여 평균납기지연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납기지연으로 인

한 Penalty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중소 제조기업은 주문형 생산이 이

루어지며 Due Date준수가 가장 중요한 Criteria기 때문에 이에 좋은 성

능을 보이는 EDD, MDD, SLK 디스패칭 규칙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반복 실험 결과 최종적으로 본 기업에서는 Modified MDD 디스패칭 규

칙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평균납기지연일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잡한 디스패칭 규칙은 아니지만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변형을 통하

여 납기 준수율을 높일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효율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데이터가 대기업 및 상위벤더에 비해 한정적인 중

소 제조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마다 주요 Criteri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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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based, Flow time-based, Due date-based 등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취합 가능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상황에 맞

는 데이터 기반의 리스케줄링이 가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공급망 내의 중간단계에 속해있는 중소 제

조기업 벤더의 Due Date준수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케줄링에

제안된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스케줄링에서의 활용이 아닌 공정 상황 파악을 통한 기

업 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 이슈에 관련하여서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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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본 연구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Hybrid Flow Shop환경은 비

교적 단순하며 주요 공정인 나사가공, 내경가공, 용접, 최종조립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나머지 공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실험에서 대상이 되는 제조 기업의 설비 및 센서데이터가 아직까

지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고려하

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체계를 다른 중소 제조기업에 적용할

시에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세부단계에서 각 기업의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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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앞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신규 전용 설비라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각 공정단계

에서의 병렬기계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스케줄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각종 센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다면,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확장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Decision Support System 각 단계에서의 반복실험횟수를 증가시켜 더욱

더 정확한 예측 및 디스패칭 규칙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각 중소 제조기업에서의 Throughput-based, Flow time-based,

Due date based등의 각 환경에 맞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론

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산업·Criteria를 갖는 기업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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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products in manufacturing industry are composed of

numerous components and the structure is also complex. Consumer

demand varies widely, and it is changing into large quantity batch

production. Recently, the issue of smart factory is emerging, it is the

evolution to a factory with more intelligent, automated, and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can

create a variety of product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its

customers and have competitive powe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ically, related to the production system, many vendors are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Most manufacturing companies are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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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endors within the supply chain affect each othe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lan a schedule to reflect this situation.

In actual production sites, a change of situation such as warehousing

of raw materials, capability of machines and variety of customer’s

order can cause the operation discrepancy. In particular, small and

midium-sized manufacturers, excluding large corporations, there is a

lack of response mechanism and relies on the experience of on-site

managers.

This paper proposes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rescheduling to

response a abnormal and emergency situ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production data, this framework identifies future

production situation and makes the rescheduling decisions.

The proposed decision support system is composed of three stages.

First of all, combines historical production related data and uses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o predict future situation. Based on the

prediction, it determine the rescheduling such as modified EDD, MDD,

SLK to reduce the average delay days of due date. Ultimately, it

minimizes the damages of penalt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decision support system is

effective in scheduling for small and mi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y. It is applicable to other small and mi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y by modifying the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each company’s environment.

keywords : Rescheduling, Decision Support System, Machine

Learning Algorithm, Dispatching Rule,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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