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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작업 순서 결정 문제의 목표는 다양한 작업들에 대한 최적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여 총 처리시간이나 납기 지연과 관련된 지표들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 처리 순서를 결정할 때, 긴급도나 고객과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일부 작업들을 특정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제약 조건을 완료 시간 제약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완료 시간 제약을 갖는 작업 순서 결정 문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후보 순위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작업 순서 결정 문제(job sequencing problem), 완료 시간 제약(finish time constraint), 

후보 순위 접근법(candidate order approach), 메타 휴리스틱(meta heu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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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작업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처리 순서에 따라 총 처리시간(makespan)이

나 납기 지연 관련 지표들의 값이 변한다. 따라서, 생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작업 순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 순서 결정 문제(job sequencing problem)는 

일반적으로 NP-hard 문제에 해당하여, 최적해의 탐색이 곤란한 경우

가 많으며, 특히 제약 조건이 추가될 경우 문제의 복잡도는 더더욱 

증가한다[1]. 이로 인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약 조건이 작업 순서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의 예로 완료 시간 제약에 대해 토의해보고자 한다. 

II. Research Backgrounds

작업 순서 결정 문제는 조합 최적화 문제(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중에서도 일반적인 조합 문제(combination 

problem)보다 풀이가 까다로운 순서 결정 문제(sequencing problem)

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행 제약(precedence constraint)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제약 조건이 추가될 경우, 해 탐색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조합 최적화 문제의 특성 상, 휴리스틱(heuristic), 또는 근사 

최적해를 비교적 단시간에 구하기 위한 메타 휴리스틱(meta heuristic)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업 순서 결정 문제 풀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보통 범용성이 떨어지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최근 제안된 후보 순위 접근법(candidate order approach, 

COA)은 순서 결정 문제 풀이를 위한 유전 알고리즘[2][3] 및 타부 

서치 알고리즘[4]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III. Candidate Order Approach for Dealing 

with Finish Date Constraint

COA는 순서 결정 문제에 대한 실행가능해(feasible solution) 

생성하기 위한 구성적인(constructive) 방법을 제안하며, 구성적인 

생성 방법이란 의미는 주어진 항목들을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하여 

전체 항목들의 시퀀스(sequence) 1개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별도의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에 추가되지 않은 미할당 항목들로 후보 집합(candidate se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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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이들 중 1개를 선택하여 시퀀스에 추가하면 된다. 

아울러, 별도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배하는 항목들을 

후보 집합에서 제외해주어야 하며, 예를 들어 선행 제약이 있는 경우에

는 후보들 중, 아직 시퀀스에 추가되지 않은 선행 항목들 갖는 항목들을 

후보 집합에서 삭제하면 된다[2].

완료 시간 제약을 갖는 작업 순서 결정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일단 

완료 시간 제약이 있는 작업들이 후보 집합에 포함시킨 후,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i) 작업 의 완료 시점이 이내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경우, 

완료 시점 제약이 없는 후보들 중 이번에 시퀀스에 추가될 수 없는 

것들을 후보 집합에서 삭제한다. 예를 들어, 단일 기계 순서 결정 

문제에서 시퀀스에 개의 작업들을 추가한 후 번째로 추가할 

작업을 선택하는 경우, 완료 시점 제약이 없는 작업 가 

    를 만족할 경우, 후보 집합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ii) 후보 집합에 남아 있는 작업들 중 1개를 선택하여 시퀀스에 

추가한다.

단, 동일한 시점까지 완료되어야 할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대신 해당 작업들의 처리 시간 총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시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완료 시점이 빠른 것부터 순차적으로 제약 조건의 충족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IV. Conclusions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COA를 이용하면 종래의 문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완료 시간 제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를 토대로 향후 완료 시간 제약을 갖는 작업 순서 결정 

문제 풀이를 위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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