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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설계는 IT 기술의 발달로 반복 

계산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알고리즘화 되어 

필요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2] 배치 설계는 각종 구성기기들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적 

제약을 만족하도록 위치관계를 결정한다. 

배치설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설계 

요구시간이 길고, 설계자의 숙련도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설계과정을 정량화된 수치로 

보여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로인해 

배치 설계의 결과는 단순한 도면으로 표현되고, 

얻어진 결과에 대한 처리 과정과 내용이 

불확실하며,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배치평가 설계 지원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퍼지함수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계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적의 

설계대안을 찾아내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편리도, 장비의 크기, 

연결성의 평가기준 등으로 구성한 장비 

배치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의 배치설계에 적용하여 설계 평가 

기법과 평가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퍼지 모델링 기법 
 

퍼지함수는 퍼지 변수들(Fuzzy Variable) 과 

퍼지 규칙(Fuzzy Rule) 로 구성된다. 퍼지함수는 

배치평가 프로그램 내의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광모니터링 

시스템의 배치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들로 구성된다. 1) 장치의 

조작과 보수유지 등 편리의 최대화 2) 장비 

크기의 최소화 3) 연결성(ELP)의 최대화. 

 

3. 준비지수(Reservation Index) 
 

장비가 배치될 공간은 임의의 셀로 

나누어지고, 그 각각의 셀에 대한 준비지수가 

추정된다. 준비지수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변수는 거리, 사용빈도, 작동시간 등이 

있으며 출력은 준비지수가 된다. 

준비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Table 1 의 

8 개의 퍼지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퍼지 

추론시스템의 입력에 해당하는 거리, 사용빈도, 

주어진 시간에 대한 퍼지함수를 Fig.1~3 에 

나타낸 선형퍼지함수로 구성하였으며, 

출력값인 준비지수에 대한 퍼지 함수는 Fig. 

4 와 같다. 

 

 
Fig. 1 Fuzzy set for distance 

 

 
Fig. 2 Fuzzy set for frequency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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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zzy set for allocated time 

 

 
Fig. 4 Fuzzy set for reservation index 

 

Table 1 Fuzzy rule for inference of reservation index 
 

Rule1 
IF distance is FAR, 

THEN Reservation Index is LOW 

Rule2 
IF distance is MIDDLE, and Time allotted is SHORT, 

THEN Reservation Index is HIGH 

Rule 3 
IF distance is MIDDLE, and Time allotted is MIDI, 

THEN Reservation Index is MEDIUM 

Rule 4 
IF distance is MIDDLE, and Time allotted is LONG, 

THEN Reservation Index is HIGH 

Rule 5 
IF distance is MIDDLE, and Frequency ofuse is FEW, 

THEN Reservation Index is LOW 

Rule 6 
IF distance is MIDDLE, and Frequency ofuse is MDM, 

THEN Reservation Index is MEDIUM 

Rule 7 
IF distance is MIDDLE, and Frequency ofuse is LOT, 

THEN Reservation Index is HIGH 

Rule 8 
IF distance is NEAR, 

THEN Reservation Index is HIGH 

 

4. 배치평가 시스템 개발 
 

파이프 계산모듈에서 파이프 경로 계산에  

A* 알고리즘[3]을 사용하였다. A* 알고리즘은 

Dijkstra 알고리즘의 경로 탐색 비용을 줄여 

효율적으로 공간상에서 최단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본 개발 시스템에서는 장비의 위치에 

따른 Reservation Index 와 각 노드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파이프의 경로 계산에 적용하였다. 

 

5. 배치평가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의 배치평가를 실시 하였다. 최종적인 

배치안의 비교평가 결과는 Table 와 같으며 Fig 

(b) 의 Case 2 가 최적의 배치로 결정되었다. 

Table 1 Evaluation result of design alternatives 
 

 ARI RMX RMY RMZ 1-EPP TOTAL 

Case 1 0.6447 1.4 1.1 1.4 0.5378 5.0825 

Case 2 0.6366 1.4 1.1 1.4 0.5140 5.0506 

Case 3 0.6528 1.0 1.1 2.2 0.5671 5.5199 

 

 
(a)Case1     (b)Case2     (c) Case3 

Fig. 1 Distribution of reservation index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비배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편리도, 장비의 크기, 연결성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목적함수를 선정하여 장비 배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용함수를 설정하여 최소의 비용을 

만족하는 최적 설계 대안을 선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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