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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안정적인 rework 발생 확률 자체가 납기 및 제품 품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복잡

한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rework 발생 확률의 변화에 따라 작업의 투입정책(dispatching policy)을 동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rework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작업 투입정책의 모수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입계획을 수립하는 적응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다양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한다.

1. Extended Abstract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Rework이 존재하는 워크센터

(work center)는 병렬기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

한 종류의 제품 타입을 갖는 작업들이 각 라인에서 가공

된다. 이때 특정 기계와 특정 제품 타입 간에는 서로 다른

rework 확률이 존재한다. 여기서 제품 타입별, 기계별

rework 발생 확률은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이나 생산시점관리시스템(point

of production; POP)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누적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얻을 수 있다. 만일 임의의 라인에서 가공

을 마친 작업이 rework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그 작업은

양품으로 통과될 때까지 재가공 절차를 거친다. 즉

rework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지 작업이 기계군 중 하나에

서 반복적으로 투입, 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잡한 제조공정에서 투입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아직

납기 또는 작업투입시점, 작업준비시간 등의 요인만을 고

려하는 dispatching 규칙 및 단순한 휴리스틱에 의존하거

나 rework 발생확률을 상수로 고정한다는 가정 하에 접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

조공정의 경우, 비안정적인 rework 발생 확률 자체가 납

기 및 제품 품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rework 발생 확률의 변화에 따라 작업의 투입정책

(dispatching policy)을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스케줄

링 기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rework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작업 투입정책의 모수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입계획을 수립하는 적응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다양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테스

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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