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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강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강재를 적치장에 미리 보관하고 있으며, 생산 계획에

맞추어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한다. 강재가 적치장에 입고될 때에는 주문

한 양만큼 특별한 규칙 없이 입고되며, 강재 적치장에서 출고 될 때에는

정해진 절단 순서에 맞추어 출고된다.

이때 출고 해야 할 강재가 아래 쪽에 적치되어 있으면 크레인 등을 이

용하여 작업자가 적치 순서를 변경하여 강재를 출고한다. 이러한 작업은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 요소이며, 조선소에서는

낭비 요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강재 적치장에서 강재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선별 작업은 주로 강재 적치장 관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수행되

고 있지만, 경험과 직관에 의한 작업이 효과적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경험과 직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효과적

인 선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화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

재 적치장 선별 작업을 강화학습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모델링 하

였으며, 예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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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 연구 배경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를 할 때에는 여러 제철소에서 일정 양 이상 구

매하는 쿼터제가 적용된다. 여러 제철소에서 많은 양을 다양한 시점에 구

매하기 때문에 조선소에 강재가 입고되는 시기는 넓은 산포를 갖는다. 입

고된 강재는 가공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 입고된 순서대로 강재 적치장

에 적치된다. 적치된 강재는 절단 일정에 맞춰 반출되므로 각 강재는 반

출될 순서에 맞게 적치되어 있어야 반출 시에 불필요한 크레인 작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소에서는 강재를 반출하기

전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재를 미리 정돈하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는 선별 작업에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조

선소에는 많은 양의 강재가 동시에 적치가 되어 있는데 이를 사람의 경

험에만 의존하여 선별하다 보니 작업 과다, 현황 파악의 어려움, 변경 대

응 능력 저하 등의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러한 애로 사항은 곧 비용의 낭

비로 이어지므로 조선소로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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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강재 적치장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철판이 쌓여 있는 경

우에는 선별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정의하기 어렵고, 최적화 알고

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작업자의 직관을 배제하고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계학 습의 한 분야인 강화학

습(Reinforcement Learning)을 강재 적치장의 선별 작업에 적용시켜 보

고자 한다.

조선소 강재 적치장의 강재 보관 및 출고 프로세스

1. 강재의 입고

w 쿼터제로 강재를 여러 제철소에서 주문하여 가공 일정과

관계 없이 무작위로 입고된다

2. 강재의 적치

w 강재의 가공 일정과 상관 없이 입고된 강재는 크기로 분류

하여 입고된 순서대로 각 적치장에 적치한다

w 이때 각 강재의 가공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

고 순서대로 적치한다

3. 가공 일정의 확정

4. 강재의 선별

w 가공 일자가 확정되면 무작위로 적치된 강재를 정리해주는

선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w 다양한 가공 일자와 많은 수의 강재 때문에 원활한 출고를

위해 선별이 필요하다

5. 강재의 출고



제  1 장 서  론

3

그림 1 강재의 선별 작업

그림 2 강재 적치장(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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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현황

박창규 외(2005)는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해 강재 적치장 운영 시

뮬레이션 기법의 도입을 연구했다. 이상목 외(2008)는 웹 기반 조선산업

의 강재 적치장 관리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였다. 이석현 외(2014)는 조

선소 강재 적치장의 강재 통합 관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기존 조선소 강재 적치장의 연구는 선별 작업 자체를 다루지 않고 전

체적인 강재 적치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타 분야의 연구를

살펴 보았고, 컨테이너 장치장이 강재 적치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

다.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스택(stack)으로 쌓아서 보관하고

각 컨테이너는 출고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컨테이너를 출고하

기 위해서는 위의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는 점이 유사

하다.

Yoichi Hirashima(2009)는 Q-learning을 이용한 컨테이너 선별 방법

을 제안하였다. Q-learning은 강화학습의 한 종류로 컨테이너의 장치된

상태를 state로 하고 컨테이너의 이동을 action으로 하여 Q-table을 작

성하고 각 Q-value를 정하는 방법이다.

하병현 외(2012)는 A*알고리즘으로 컨테이너 선별 작업에 적용하였다.

A* 알고리즘은 그래프 탐색 방법 중 하나로 노드의 탐색을 하게 된다.

각 노드는 컨테이너 장치장의 적치된 상태가 되며 에지는 컨테이너의 이

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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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2015)은 자료 구조 stack의 LIFO(Last In First Out) 개념을

적용해 컨테이너 선별에 스택 상자 채우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Bin 

packing 알고리즘과 stack의 특성을 적용하여 stack bin packing 

algorithm을 제안 하였다.

컨테이너 선별 작업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간단한 환

경에 적용이 되었고 실제 조선소의 강재 적치장은 환경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현업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 강재 적치장에 적용 시

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 보면서 컨테이너 선별에 강화학습(Q-learning)을

이용한 선별 방법에 주목하였다. 강화학습이 강재 선별에 적합한 이유는

강재 선별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필요 없고 기존에 사람이 하던 선별의

해보다 더 나은 새로운 해를 찾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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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및 방법

강재 적치장의 작업은 입고된 강재가 적치되 stack을 결정하는 위치

결정과 적치장 내에서 쌓인 강재의 순서를 변경해주는 선별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적치장 내의 보관되어 있는 강재의 순서를 변경해주는

선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다양한 적치 상태에 대한 선별

해를 구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습이 완

료되면 어떠한 적치 상태를 입력하더라도 빠르게 선별 해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선별 작업 보다 빠르게 강재의 이동을 결정

할 수 있고 적치장 선별 작업에 사용되는 크레인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선별 작업에 적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결정하고 해당 알

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알고리즘의 선별 작업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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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강재 적치장에 강화학습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

석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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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별 작업에 적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2.1 기계 학습의 분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비

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학습 방법 중 강화학습을 적

용하였다.

2.1.1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 시키는 방법이다.

컴퓨터는 자신이 낸 답과 정답의 차이를 통해 학습한다. 가장 대표적인

지도 학습은 MNIST로 손 글씨 인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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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NIST 데이터 예시

2.1.2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주어진 데이터로만 학습하는 방법이고 대표

적인 예로는 군집화가 이에 해당 된다. 그림 4는 다양한 그림을 각 특징

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림 4 비지도 학습의 예시

2.1.3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주어진 데이터 셋 없이 학습을 하는 방식이며 보상

(Reward)을 통해 학습한다. 아타리(Atari)게임과 같은 고전 게임의 경

우 사람보다 나은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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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화학습을 적용한 Atari Breakout

2.2 강화학습

2.2.1 강화학습의 특징/구성

강화학습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5가지로 구성된다.

표 1 강화 학습의 구성

Agent 학습하고 action을 결정하는 대상

Environment Agent외에서 agent와 상호작용하는 대상

State Agent가 관찰 가능한 상태의 집합

Action Agent가 상태(St)에서 가능한 행동의 집합

Reward Agent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

강화학습을 처음 시작 할 때는 agent가 environment에 대한 어떠한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고, 학습하며 받은 reward를

최대화 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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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강화학습 방법

Agent는 현재 state를 인식 후 action을 선택하고 실행한다.

Environment는 agent에게 다음 state와 reward를 부여하게 된다.

Reward를 통해 agent는 어떤 action이 좋은지 학습하게 된다. 그림 6은

강화학습에서 agent와 environment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Agent와 environment의 상호 작용

2.2.3 강재 선별에 적합한 강화학습 방법

대표적인 강화학습의 방법으로는 Q-table, A3C, DQN 등이 있다.

Q-table은 가능한 모든 state와 action을 정의하고 표로 작성해 Q-

value가 가장 큰 action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강재 적치장에

적용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적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강재 적치장

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학습 시켜야 하며 state와 action의 개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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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Q-table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A3C(Asynchronous Advantage Actor-Critic)은 멀티 쓰레딩을 사용

하여 여러 agent가 학습하는 방법론이다. 각 agent가 actor-critic이란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비동기적으로 글로벌 신경망에 업데이트하여 학습

한다.

DQN(Deep Q-Network)는 Q-table에 DNN(Deep Neural Network)

을 적용한 방법론이다. 생성된 데이터를 바로 학습 시키지 않고 buffer에

저장하였다가 주기적으로 학습 시키는 특징이 있다.

DQN와 A3C 두 가지 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강재 적치장 선별

작업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인공 신경망을 적용하면 state와 action이 기

하 급수적으로 많아져도 적용이 가능하고, 적치 환경이 바뀌어도 action

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DQN을 적용하였고 A3C는 향후 적용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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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eep Q-Network

Deep Q-Network(이하 DQN)은 Q-value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Q-value는 선택된 action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그 이

후 action으로 얻는 보상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Q-value를 갖는 action을 선택

w action = argmax
�∈�

	�(�, �)

2. Action 수행 후 받은 reward에 다음 action들에 대한 최대

Q-value를 더해 타겟 Q-value를 계산

w �(�, �) = � + � ⋅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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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 Q-value와 타겟 Q-value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

w min� ∑[�(�, �|�) − (� + � ⋅ max(�(��, ����)̅))]�

표 2 수식 기호

s State

s’ Next state

a Action

a’ Next action

r Reward

� Discount factor

� 예측 네트워크의 weight

�̅ 타겟 네트워크의 weight

2.3.1 Exploration / Exploitation

DQN에서는 각 action을 실행 하기 전 exploration이나 exploitation

을 선택하게 된다. Exploration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랜덤한

action을 선택하는 것으로 위 학습 순서 1번의 Q-value를 이용하지 않

는다. Exploration을 하는 이유는 학습 초기에 agent의 경험이 적기 때

문에 최적이라 판단한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초기 많

은 비율을 차지한다. Exploitation은 네트워크로 Q-value를 계산하여

action을 선택하게 된다.

2.3.2 Discou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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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 순서는 최대 Q-value를 갖는 action 선택과 예측 Q-value

와 타겟 Q-value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중 discount factor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미래의 reward를 조금씩 차감하는 역할을 한다. 예

를 들어 �가 0.9이고 reward 1을 받는 state에 1개의 step만으로 도달

한 경우와 3개의 step으로 도달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Step이 1

인 경우 reward는 1X0.91으로 0.9가 되고, step이 3인 경우 1X0.93로

0.729가 된다. Reward를 최대화하는게 목표인 agent로서는 step이 1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가 1이라면 reward는 두가지 step 모두 1

이 되기 때문에 agent는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2.3.3 DQN이 다른 Q-learning과 다른 점

여기까지는 기존에 존재하던 Q-learning과정으로 그대로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결과가 수렵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원인은 추

출된 데이터 간의 상관 관계가 강하다는 점(correlation between 

samples)과 타겟 네트워크가 같이 업데이트 된다는 점(non-stationary 

target)이다. DQN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capture and 

replay로 추출된 데이터 간의 상관 관계를 깨고, separate network를 적

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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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Capture and replay

Capture and replay는 experience replay라고도 부른다. 이 방법은

생성된 데이터를 바로 학습 시키지 않는다. 여러 episode에서 생성된 데

이터를 buffer에 저장하고 일정한 주기의 episode마다 임의의 개수의 데

이터를 랜덤 샘플링을 하여 학습 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

간의 상관 관계를 줄일 수 있다. Buffer에는 저장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데이터가 다 찼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면 처

음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Buffer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태는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가

된다. 위의 episode란 초기 state부터 여러 action을 통해 선별해 나가

는 일련의 과정이고, 선별이 성공했거나 실패하면 초기 state부터 다시

선별해가는 새로운 episode가 시작된다.

2.3.3.2 Separate network

Separate network는 타겟 네트워크와 예측 네트워크가 같은 weight

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non-stationary target)에 대한 해결책

이다. 타겟 네트워크와 예측 네트워크가 같은 weight(�)를 사용해 loss 

값을 계산하여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타겟 네트워크의 Q-value가 계

속 변경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측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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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했고 아래 수식에서는 각 네트워크의 weight에 대한 표시로 �와 �̅

를 이용했다.

min
�
�[�(�� , ��|�) − {�� + �max

��
�(���� , �′��)̅}]

�

�

���

예측 Q-value: �� = �(�� , ��|�)

타겟 Q-value: � = �� + �max���(����, �′��)̅

2.4 DQN을 적용한 사례

본 연구의 참고한 논문에서는 Atari Breakout에 DQN을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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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게임의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State(게임화면)를 input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 action을 선

택

w 학습 초기 높은 확률로 랜덤한 action을 선택해

exploration을 하게 된다

2. 선택된 action을 실행하여 새로운 state가 생성

w Action으로 state의 아래 바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공의 위

치가 바뀐다

3. Reward를 결정

w 블록을 깨면 reward를 받고 공이 아래로 내려가 episode

가 끝나면 penalty를 받음

4. 반복: 새로운 state를 input으로 다시 새로운 action을 선택

게임을 진행하며 생성된 데이터(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를

buffer에 저장 하였다가 주기적으로 랜덤하게 데이터를 추출하여 네트워

크를 학습 하게 된다. 이렇게 학습된 네트워크는 Q-value를 계산하는데

다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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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ari Breakout에 적용된 D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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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재 적치장 선별 작업에

대한 강화학습 적용

3.1 강재 적치장 선별의 강화학습 정의

강재 적치장에 대해 강화학습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w State: 적치장의 강재 적치 상태

w Environment: 강재의 이동과 reward를 결정하고 적치 상태

및 적치 규칙을 가진 환경

w Agent: 적치된 강재를 선별하는 Q-Network

w Action: 적치된 강재를 선택하고 옮기는 행동

w Reward: 선별 완료 여부와 강재 이동 전 후 상태 비교를 통해

부여하는 reward /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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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강재 선별에 적용된 강화학습

그림 8은 강재 적치장에 강화학습을 적용했을 때 agent와

environment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Environment에 있던 적

치 state(S0)가 agent의 네트워크에 input이 된다. Output으로 미리 정

의된 각 action에 대한 Q-value가 출력된다. Agent가 가장 큰 Q-value

를 가진 action에 대한 정보를 environment에게 넘겨주면 environment

는 해당 action을 실행하게 되고 변경된 state(S1)를 생성하게 된다. 변

경된 state(S1)의 reward 부여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reward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이 완료된 경우에만 reward를 부여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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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제 정의

3.2.1 강재 적치장 규칙

학습 대상이 되는 강재 적치장은 새로 유입되거나 반출되는 강재는 없

다. 또한 stack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stack은 최대 적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ack 4개, stack당 최대 적치 개수는 4개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4개의 stack 외의 장소에 강재를 위치 할 수 없고,

하나의 stack에 5개 이상의 강재를 적치 할 수 없다.

3.2.2 강재 적치장의 표현

강재 적치장의 상태가 네트워크의 input이 되어야 하므로 학습을 위해

그림 9처럼 강재가 적치된 상태를 배열 형태로 표현하였다. 배열의 각

번호가 있으며 0은 비어있는 공간, 1 ~ 3은 출고 일자를 나타내고 있다.

1번이 가장 빠르며 같은 번호일 경우 우선 순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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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강재 적치장의 표현

3.2.3 선별 완료를 판단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 선별 완료란 추가적인 정리 작업 없이 강재를 반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별 완료 state가 되기 위해서는 각 stack의 강재

의 번호가 맨 위에서부터 오름차순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즉, 아래 층 강

재보다 위층 강재의 번호가 작거나 같아야 하고, 모든 stack의 모든 강

재에 대해 확인하고 모두 내림차순인 경우 선별이 완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0과 같이 선별 완료 state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

하다.

그림 10 다양한 형태의 선별 완료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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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ction

강재 선별에서는 강재의 이동이 action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의 a0

[3, 2]는 stack 3 맨 위의 강재를 stack 2 맨 위에 올리게 된다. 그리고

action의 종류는 stack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Stack이 4개인 경우

4X3으로 12가지 action이 가능하다. 그림 12와 같이 강재의 이동이 불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반출하는 stack에 강재가 없거나 적치하는 stack

에 강재가 최대로 쌓였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 강재 선별에서의 해는 선

별 완료된 state가 아닌 선별 되어가는 과정이 해가 된다. 그 중에서도

최소 이동 횟수로 선별하는 과정이 최적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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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action을 통해 완성된 선별해

그림 12 불가능한 action의 두가지 경우

그림 12는 불가능한 action을 나타내고 있다. Action [1, 3]은 stack 1

에 강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고 action [2, 4]는 stack 2에 강재

가 있지만 쌓으려는 stack 4에 강재가 최대치로 적치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3.4 Reward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reward 방안을 학습해 선별 성공률이 높은

reward 부여 방법을 찾았다. Reward는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해보았다.

방안 1은 선별 완료한 경우에만 reward를 부여하고 방안 2는 선별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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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한 경우 reward 부여하고 동일 state 발생시 penalty를 부여하는 방

안이다. Penalty를 적용한 이유는 선별해가는 하나의 episode에서 동일

state의 발생이 잦아 선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적

용된 환경의 경우 하나의 episode의 최대 action 개수를 500으로 설정

한 경우 학습 초기 평균 100번의 중복 state가 발생했다. 따라서 중복된

state가 발생 했을 때 penalty를 부여하면 결과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13 각 action을 통해 완성된 선별해

3.5 Agent

Agent는 action을 결정하는 대상으로 � − ������ 를 이용해

exploration / exploitation 여부를 결정하며 exploitation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이용해 Q-value를 계산하여 action을 결정하게 된다.

3.5.1 Exploration /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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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한 값(0 ~ 1)을 생성하고, 생성된 값이 �값(� =
�

�������� / ��������
)

보다 작으면 exploration을 선택하고 크면 exploitation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pisode 50000에 50%의 확률로 exploration을 하게 된

다.

3.5.2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는 3개의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과 2개의 FC(Fully Connected) layer를 사용하였다. CNN은

이미지 인식에 사용되는 neural network의 한 종류로서 이미지 인식에

서 그 성능이 검증 되었다. 마지막 FC layer를 통과하면 action의 개수

만큼 12개의 값을 출력하게 되며 이 값이 Q-value가 된다. 이 Q-

value의 가장 큰 값을 가진 action을 선택하고 environment에 action에

대한 정보를 보내 action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 14 네트워크의 구성

3.6 강재 적치장의 DQN 적용 예시

3.6.1 강재 적치장 state의 Q-value 계산



제  3 장 강재 적치장 선별 작업에 대한 강화학습 적용

29

2X2 적치장에 두 가지 출고 날짜와 2개의 강재를 가진 간단한 환경을

예를 들었다. 다음 수식을 이용해 action의 결정과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다.

action = argmax
�∈�

	�(�, �)

그림 15 최대 Q-value를 갖는 action 선택하는 두가지 예시

그림 15는 두 가지 state의 Q-value를 계산해 action을 결정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NN을 이용했지만 위 예시에서는

간단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CNN을 적용한 예시

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각 state를 네트워크에 input으로 사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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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X2의 적치 모양을 4X1로 수정하여 네트워크에 input이 되도록 한다.

네트워크 output의 0과 1은 값이 아닌 각 action의 번호를 나타낸 것으

로 네모 칸 안의 계산된 0번 action의 Q-value와 1번 action의 Q-

value를 갖게 된다. 두 가지 state 모두 같은 네트워크 �를 사용했기 때

문에 각 weight인 ���값들도 같은 값을 갖고 Q-value를 계산하게 된다.

각 action의 Q-value를 계산하게 되면 가장 큰 Q-value를 가지는

action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state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environment 는 새롭게 생성된 state로 reward를 결정하게 된다. 새롭

게 생성된 state는 다시 네트워크의 input으로 Q-value를 계산해

action을 결정하게 된다.

3.6.2 Buffer의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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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state와 네트워크로 action을 결정하여 실행해 새로운 state

를 생성하고 새로운 state에 reward 부여 기준을 적용하여 reward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면 새로운 state를 네트워크에 input

으로 계산하기 전에 buffer에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데이터의

형태는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새로운 state)로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의 형태는 강재 적치 상태 state, action 번호, 

reward/penalty, action을 실행한 next state가 된다. Buffer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본 연구에서는 50,000으로 설정) 가득 찬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 저장되는 경우 buffer내에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를 삭

제 하게 된다. Buffer에 저장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 episode마다 50개의 데이터를 랜덤 추출하여 학습하

는 것을 40번씩 반복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림 16 선별하며 생성된 데이터가 buffer에 저장되는 과정



제  3 장 강재 적치장 선별 작업에 대한 강화학습 적용

32

3.6.3 타겟 네트워크와 예측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그림 17과 그림 18은 강재 적치장에 2.3의 DQN의 학습 순서를 적용

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학습 순서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2. Action 수행 후 받은 reward에 다음 action들에 대한 최대

Q-value를 더해 타겟 Q-value를 계산

w �(�, �) = � + � ⋅ max(�(�′, �′))

3. 예측 Q-value와 타겟 Q-value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

w min� ∑[�(�, �|�) − (� + � ⋅ max(�(��, ����)̅))]�

그림 17 타겟 Q-value를 계산하는 방법



제  3 장 강재 적치장 선별 작업에 대한 강화학습 적용

33

그림 18 예측 Q-value와 타겟 Q-value의 계산

학습은 buffer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Buffer에 저장된 next state(s’)

의 Q-value를 네트워크를 사용해 구하고 reward를 더해 타겟 Q-value

를 구한다. state에서 next state가 나오게 된 action의 예측 Q-value를

구하고 예측 Q-value가 타겟 Q-value처럼 되도록 네트워크 weight의

값들을 조정해주게 된다. 그림 18의 경우 예측 Q-value 7.5가 타겟 Q-

value인 4.5가 되도록 weight(�)의 값들을 조정하게 된다.

3.6.4 Discount factor(�)의 적용

�는 discount factor로서 0과 1 사이에 값을 갖게 되어 Q-value를 계

산할 때 적용하면 더 적은 수의 action으로 선별 완료 state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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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가 1보다 작은 경우의 Q-value

그림 19는 선별 과정의 각 Q-value를 계산할 때 �가 1보다 작은 값

을 적용했을 때의 각 Q-value를 나타낸 것이다. 두 episode는 step 1과

step 4로 선별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생성된 각 state의 Q-value에

� 를 적용 했을 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Q-value를 가진

action을 선택하게 되는 Q-learning의 특성상 초기 state에서 action은

[3, 2]를 선택하게 되어 1번의 step만으로 선별 완료 state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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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가 1인 경우의 Q-value

그림 20처럼 �가 1 인 경우 action [3, 2]와 [1, 3]이 같은 Q-value

를 갖게 되어 agent는 두가지 action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1번의 step으로 선별이 완료 될 수 있지만 4번의

step으로 선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는 DQN에서 매우 중요하며

terminal state가 아닌 상황에서도 reward나 penalty가 부여 된다면 �

의 값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3.6.5 Exploration / Exploitation

Episode가 커질수록 exploitation의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된다. 학습

초기에 agent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최적이라 판단한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초기에 많은 비율의 action이 exploration을 선택하게 된다.

w Episode가 1 인 경우

· � =
�

�������� / ��������
=

�

�� / ��������
= 0.9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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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pisode가 50,000 인 경우

· � = 0.5

w Episode가 100,000 인 경우

· � = 0. 3̇

·

� 값은 위와 같이 생성되고 랜덤하게 생성된 값이 더 작다면

exploration을 하게 된다. 만약 생성된 랜덤한 값이 0.7이라면 episode

가 1인 경우 exploration을 선택하게 되고 episode가 50,000이나

100,000인 경우 exploitation을 하게 된다.

그림 21 Exploration / Exploitation이 표현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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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4.학습 결과

4.1 강화학습을 이용한 선별 가능성 확인

본 학습을 진행하기 전 하나의 초기 state로 선별 가능성을 확인 하였

다.

그림 22 초기 state

표 3 선별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학습 결과

Reward 방안 1 Reward 방안 2

Reward 방안 선별 완료 되면 reward
선별 완료 되면 reward

State 중복 발생되면 penalty

총 episode 200,000 episodes 200,000 episodes

마지막

500episode의 평
12 steps 15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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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step

그림 23 학습 결과 그래프

그림 23은 학습 결과를 나나탠 그래프로 500 episode마다 평균 step

을 구했다. 작성된 그래프로 reward 방안 1와 reward 방안 2 의 평균

step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4는 선별이 6step만에 완료되는 선별이 되어가는 과정(선별해)

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episode를 학습해본 결과 6step이 가장 짧았고

더 적은 수의 step으로 선별이 되는 해는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의 그림이 최적해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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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6step으로 선별되는 선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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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양한 초기 state의 선별 학습

4.2.1 다양한 초기 state 생성 방법

다음 조건들을 랜덤하게 결정하여 랜덤한 초기 state를 생성한다.

1. 강재의 출고 일자를 2, 3, 4가지 중 결정

2. 강재의 개수를 10, 11, 12개 중 결정

3. 강재의 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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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랜덤하게 초기 state 생성하는 방법

그림 26 그림 25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다양한 초기 state

그림25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 state를 생성했을 경우 선별 완료

state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 생성된 모든 초기 state는 선별 완료 인

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만약 생성된 초기 state가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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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state라면 다시 새로운 초기 state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초기 state를 생성할 때 출고 순서가 4가지이더라도 실제 생성

된 state 의 출고 순서의 종류는 2가지나 3가지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는 다시 생성하지 않고 그대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초기 state의 개수를 강재의 출고 일자와 강재의 개수만 계산할 경우

535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배치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수는 기

하 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된다.

4.2.2 다양한 초기 state의 선별 학습 결과

표 4 다양한 초기 state를 이용한 학습 결과

Reward 방안 1 Reward 방안 2

Reward 방안 선별 완료 되면 reward
선별 완료 되면 reward

State 중복 발생되면 penalty

총 episode 400,000 episodes 400,000 episodes

첫 10,000 

episode의 평균

step

245 steps 243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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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0,000 

episode의 평균

step

24 steps 30 steps

그림 27 학습 결과 그래프

다양한 초기 state에 적용한 강화학습을 이용한 선별 역시

500episode 마다 평균 step을 구해 그래프를 그렸으며 하나의 초기

state의 선별 결과보다 2배 정도 많은 episode의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ward 방안 2가 reward 방안 1보다 나은 결과를 보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평균 6 step의 차이로 reward 방안 1이 더 나은 결

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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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결과 차이의 원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episode에서 같은 state가 여러 번 발생

하는 문제점이 여러 번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penalty를 부여하는 reward 방안 2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 penalty를 부여하는 방안의 결과가 더 좋지 않았다.

Penalty를 부여한 결과가 더 안 좋은 이유는 학습 시키기 위해 buffer

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태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DQN에서 선별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는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의 형태로 buffer에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랜덤 추출을 통해 학습 시키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episode 내에서 같은 state 발생으로 penalty

를 부여했더라도 학습 데이터에는 중복 state가 발생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만약 데이터의 state와 next state가 같다면

penalty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하나의 episode 

내에서 발생하는 중복 state는 학습을 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학습을 방

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림 28은 중복된 state가 발생된 episode의 예시로 reward/penalty 

부여와 새로운 state가 생성된 후 저장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편

의를 위해 reward와 penalty는 각각 1로 설정하였다. 발생된 중복

state는 S0와 S2로 S2가 생성된 후 저장되는 데이터는 S1, [1, 3], -1, 

S2 가 된다. 중복 state가 발생 했음에도 penalty가 저장된 데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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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0 가 저장되지 않았고, 나중에 buffer에서 랜덤하게 추출해서 학습

할 때는 S1, S2는 penalty를 받지 않아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penalty를 받게 된다. 

그림 28 Episode를 진행하며 reward 방안 2의 저장되는 데이터

이러한 DQN의 데이터 저장과 학습의 특성 때문에 reward 방안 2가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추측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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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5.결   론

강재 적치장의 선별 작업은 다양한 가공 일자와 많은 수의 강재로 선

별이 매우 어렵다. 현재 조선소에서의 선별 작업은 작업자의 경험과 직관

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이 효과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조

선소 강재 적치장 선별 작업에 강화학습을 적용하였다. 강화학습은 강재

선별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필요 없고, 사람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먼저 강재 적치장의 선별 작업에 대해 강화학습을 정의 하였다.

Environment를 정의 하면서 적치 상태를 네트워크가 input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배열로 바꾸었고, 적치장의 선별 규칙을 규정하였다. 선별 완

료 기준도 확립하여 환경이 action을 실행하여 새로운 state를 생성 하

였을 때 선별 완료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tion은 하나의 stack 맨 위에 위치한 강재가 다른 stack 맨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강재를 반출하고자하는 stack에 강재

가 없거나 적치하고자 하는 stack에 강재가 최대치로 쌓여 있으면 강재

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불가능한 action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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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을 확립하였다.

Agent에서는 �식을 정하여 exploration / exploitation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방법은 50,000 episode에 exploration / exploitation의 확률이

각각 50%가 된다. 네트워크는 CNN과 FC를 이용하였다. CNN은 이미지

인식이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며 이미 그 성능이 검증되어 사용을 결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layer를 만들고 FC는 2개를 그 이후에 연결

하였다.

Reward 방안은 선별이 된 경우에만 부여하는 방안과 중복 state가 발

생한 경우 penalty를 추가로 부여하는 두 가지 reward 방안을 적용하였

다. Reward 방안 2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일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결

과는 학습을 하였을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step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지만 reward 방안1이 reward 방안 2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4X4 적치장에 강화학습을 적용하였지만 더 큰 적치장

에서 학습이 가능할 경우 실제 조선소 강재 적치장에 적용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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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NN의 계산 방법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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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CNN의 계산 방법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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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FC와 Q-value 계산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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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 to improve the

reshuffling operation in shipyards steel stockyard

TaeHo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large amount of steel is needed to make a large ship. In general, 

the steel materials needed for shipbuilding are stored in advance at 

the steel stockyard, and the steels are cut and used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lan. When the steels arrived in the stockyard, the steels 

are stacked without any special rules. And when the steels are

released from the stockyard, it is released in the specified cutting 

order.

At this time, if the steel to be shipped is placed on the bottom of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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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ck, the worker releases the steel by changing the stacking 

order using crane. This work is a waste factor that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production activities. And shipyard performs the 

reshuffling operation of steel in the steel stockyard to reduce the 

waste factor.

The reshuffling operation is mainly carried out by the experience 

and intuition of the steel stockyard manager. It is unclear whether 

the work by experience and intuition is effective. Therefore, in this 

study, reinforcement learning was applied to exclude the experience 

and intuition of the workers as much as possible and perform 

effective reshuffling operation. For this purpose, the steel stockyard 

reshuffling was modeled in a form suitable for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applicability was verified using example data.

Keywords: 

Reinforcement Learning

Steel Plate

Steel Stockyard

Reshuffling

Shipyar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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