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Interfaces

Vol. 16, No. 3, pp. 332-343,  September 2003.

조선 선행탑재 및 탑재 일정계획에서의 부하평준화를 

위한 발견적 기법

우상복1
†
․류형곤2․한형상1

1
(주)인포미아 정보시스템연구소 / 

2
고등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정보기술센터

Heuristic Algorithms for Resource Leveling in Pre-Erection 
Scheduling and Erection Scheduling of Shipbuilding

Sang-Bok Woo
1
․Hyung-Gon Ryu

2
․Hyung-Sang Hahn

1

1Information Systems Research Center, Informia Co. Ltd., Seoul, 150-877
2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Yongin, 449-863

This paper deals with pre-erection scheduling and erection scheduling in shipbuilding. Among  
shipbuilding scheduling, the ship erection scheduling in a doc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ince the dock 
is the most critical resource in a shipyard. However,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pre-erection 
scheduling and erection scheduling as unified because they compete with the common constrained 
resources such as labor, crane, space, and so on. It is very hard to consider two scheduling problems 
simultaneously, and hence, we approach them sequentially. At first, we propose space resource leveling 
heuristics in pre-erection scheduling given erection date. And then, considering the manpower resource 
determined by pre-erection scheduling, we also propose manpower resource leveling heuristics in erection 
scheduling.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with real world data show that the proposed heuristics have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scheduling quality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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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 산업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력, 설비와 같은 생

산자원의 효율 극대화, 선박의 납기 준수, 비용의 최소화가 관

건이며, 이는 효과적인 생산 계획과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조선 산업에서의 생산 계획과 관리는 내업, 선행, 후행 등 선

박 건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박 건조의 

과정은 전처리, 절단, 가공, 조립, 선행의장, 선행도장, 선행탑

재, 탑재, 후행의장 작업 등 다단계 제조 프로세스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종 시간적, 공간적 자

원 제약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일관된 생산 계획을 신속

하게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산업에서는 납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정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도크에서의 Key Event 일

정을 고려하여 선각 작업과 관련된 탑재 일정계획을 먼저 수

립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탑재(PE; Pre-Erection) 일정계

획과 도크 및 안벽에서의 후행의장 일정계획을 결정한 뒤, 선

행도장 및 선행의장 일정계획, 그리고 조립 및 가공 작업에 대

한 일정계획 등을 차례로 수립한다.  따라서, 탑재의 일정계획 

수립은 조선소 전체의 생산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김기동 

외, 2001).

조선 산업에서 탑재 일정계획 수립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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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김기동 외(2001)는 제약만족기법(Constraint Satisfaction Tech- 

nique)과 객체 지향 구현을 지원하는 도구인 ILOG Scheduler를 

이용하여, 선행탑재(이하 PE) 단계의 일부 제약과 탑재 단계에

서의 다양한 업무 규칙을 제약으로 반 하여 탑재 일정계획을 

수립하 다.

민상규 외(2000)는 유전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선박별 도크 

사용기간과 탑재순서 제약 등을 만족하면서 작업장 부하를 평

준화할 수 있는 탑재일정을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백태현 외(1999)는 도크 기간 범위 내에서 블록의 탑재 일정

을 조정하여 부하를 평준화할 수 있는 휴리스틱을 개발하여 

적용하 다.

이재원 외(1995)는 유전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탑재 가능일

의 범위, 골리앗 크레인(Goliath Crane)의 일별 탑재 횟수 등을 

고려한 탑재 부하 평준화 문제를 다루었다.

이 외에도 탑재 일정생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보고되었고, 

탑재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탑재 블록의 선후행 관계 생성문제, 

블록의 도크 내 배치 문제 등과 같은 일정계획 이외의 연구들

에 대해서도 다수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탑재에서는 이전 작업 단계인 PE와 주요 자원들(예

를 들어, 골리앗 크레인, 취부용접 인력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일정계획 작성 시 탑재 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PE 단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PE 일정

계획에서는 PE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주요 자원들(예를 들어, 

PE 정반 등)에 대한 부하평준화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

기에서 PE 정반이란 골리앗 크레인 작업 범위 내에 있는 도크 

주변의 PE 작업장을 의미하는데, 면적을 중요한 Capacity로 고

려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탑재의 부하를 평준화한 일정계획을 수립

하려는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탑재와 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PE도 같이 고려하여 부하를 평준화한 사

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더욱이 중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가

지고 비교적 장기간의 일정계획을 작성하는 연구는 알고리듬

의 제약이나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일정계획의 결과 주요 Key Event 일정이 정

해진 상황에서 1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 동안 PE 단계와 탑

재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원의 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하

여, PE와 탑재를 같이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한 휴리스틱 

알고리듬을 소개하고, 부하를 평준화 한 사례를 제시한다.  2

장에서는 PE 단계와 탑재 단계의 전반적인 모델링 개요를 설

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PE 단계와 탑재 단계 각각에 대한 휴

리스틱 알고리듬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하를 평준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하

여 정리한다.

2.  선행탑재와 탑재 모델링 개요

2.1  선행탑재와 탑재의 작업 간 관계

PE는 도크에 탑재하기 전에 블록의 크기를 PE 정반에서 가

능한 크게 만들어서 탑재함으로써 도크 내 공기를 줄이고 전

체 선박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선박 건조 기법이

다(우상복, 2001). 

PE 단계의 주요한 작업들로는 PE 전체 공기 작업, PE 정반점

유 작업, PE 선각 작업, PE 심출(Setting) 작업, PE 취부용접

(Fitting & Welding) 작업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PE 전체 공

기 작업은 PE의 다른 작업들의 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가상의 

작업으로서, 작업의 시작일은 PE 시작일이고 완료일은 PE 완

료일(=탑재일)을 나타낸다.  PE 정반점유 작업은 PE 작업장의 

면적 자원을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작업 기간 동안 PE 정반을 

일정면적만큼 차지한다.  PE 선각 작업은 PE 심출 작업과 PE 

취부용접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심출 인력 자원과 

취부용접 인력 자원을 사용한다. 심출은 블록의 접합면에 대

한 정도 측정과 다듬기 작업을 말하고, 취부는 블록을 고정시

키기 위한 1 pass 용접 작업을, 용접은 블록을 최종 결합하는 나

머지 용접 작업을 말한다(김기동 외, 2001).

탑재는 PE 작업장에 위치한 블록 또는 대형 블록을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크에 세우는 작업인데, 탑재순서는 탑재

공법(Ring식, 층식, 피라미드식)에 따라 향을 많이 받고, 기점

블록 탑재(K/L: Keel Laying), 중간진수(F/O: Floating Out)와 진수

(L/C: Launching) 등 Key Event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된다(우상

복, 2001).

탑재 단계에 해당하는 주요한 작업들로는 탑재 발판 설치 

작업, 탑재 심출 작업, 탑재 취부용접 작업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탑재 심출 작업과 탑재 취부용접 작업은 각각 PE와 

동일한 심출 인력 및 취부용접 인력 자원을 사용한다.  

PE와 탑재를 구성하는 작업들 간의 관계(relation)는 각 블록

별, 작업별로 미리 주어져 있어서, 이러한 작업별 관계에 따라 

각 작업들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결정된다.  따라서,  PE 또는 

탑재의 어느 한 작업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 작업과 선후

행관계로 묶여 있는 다른 작업들의 일정도 원래의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같이 변동이 된다.

그림 1.  PE와 탑재 작업들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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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와 탑재 내의 작업들 간의 일반적인 선후행관계는 <그림 

1>과 같다.  PE 전체 공기 작업의 종료일이 바로 탑재일이기 

때문에, PE와 탑재의 일정은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

라서, 탑재 작업의 일정이 변경되어 탑재일이 달라지면 PE의 

일정도 같이 변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2.2  선행탑재와 탑재 작업별 자원사용 현황

<그림 2>는 PE와 탑재 단계에서의 각 작업들이 각각 어느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나타낸다.  PE와 탑재 단계에서 사용되

는 주요 자원은 크게 PE 정반 면적(㎡), 심출 인력 시수(MH), 취

부용접 인력 시수(MH), 골리앗 크레인 시간(분) 등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PE 정반 면적 자원은 PE 정반점유 작업이 사용하

는 자원으로 오직 PE 단계에서만 사용된다.  다른 세 자원은 PE

와 탑재 단계에서 같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골리앗 크레인 시

간 자원의 경우 PE 단계에서는 PE 작업장으로의 블록 입고나 

PE 작업장 내에서의 블록 이동을 위해 사용되고, 탑재 단계에

서는 탑재 블록을 도크로 옮겨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심

출 인력 시수와 취부용접 인력 시수 자원은 PE와 탑재 단계의 

심출과 취부용접 작업에 각각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취부용접 인력 시수와 PE 정반 면적을 

주요 자원으로 고려하여 PE와 탑재 단계의 부하 평준화를 단

계적으로 시도하 다. 구체적인 문제 정의와 접근 방법은 2.3

절과 2.4절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2.  PE와 탑재 작업별 자원사용 현황.

2.3  목적함수별 개요

본 연구에서는 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최

대값 최소화, 기준 초과합 최소화, 기준 편차 최소화) 종류의 

목적함수를 고려하 다. 세 목적함수는 계획 기간 중 조정 대

상이 되는 작업일의 작업일정들을 변경하여 부하 평준화를 시

도한다. 목적함수별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1  최대값 최소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하평준화 목적으로서, 전체 계

획기간 중에 사용하는 자원 부하의 최대 Peak를 계속 줄여나감

으로써 전체 자원의 부하 평준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대체

로 풀이 시간이 세 목적 함수들 중 가장 적게 소요되고, Peak 값

이 최대인 작업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일정은 상대

적으로 적게 변경된다.  따라서, 이 목적은 비교적 손쉬운 부하 

평준화 방법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계획기간이 비교적 길거나 Peak 부근

의 작업일정에 조정 여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부하 평

준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부하 평준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3.2  기준 초과합 최소화

자원의 적정 가용 수준에 대한 기준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준값을 초과하는 부하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일정을 조정함

으로써 부하 평준화를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기

준값은 가용 자원의 최대치 또는 이상적인 한계치로 정해지며, 

계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력 자원의 경우 

기존 정규인력의 적정 수준을 기준값으로 정하여 사용함으로

써, 기준값을 초과하는 작업 부하에 대한 잔업 또는 외주 비용

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목적함수는 풀이 시

간은 최대값 최소화 목적에 비해 대체로 더 많이 걸리지만, 전

반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줄이는 효과는 더욱 크게 나

타난다.

2.3.3  기준 편차 최소화

자원 부하와 기준값과의 편차를 줄이도록 일정을 조정함으

로써, 전체 계획기간 동안 부하의 굴곡을 최소화하여 smooth한 

형태의 부하 Profile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 편차는 기준값에 대한 편차의 제곱합을 

의미한다. 이 목적은 조선에서의 부하 평준화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목적으로서, 부하 평준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예

측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목적함수는 기준값 이하인 작

업일도 평준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하 평준화 효과는 크

지만, 일반적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작업 수가 가장 많고 풀이

하는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2.4  선행탑재와 탑재 문제 접근 방법

앞서 기술하 듯이 PE의 종료일이 탑재 작업의 시작일이고, 

PE와 탑재 단계의 작업들은 다수의 주요 자원을 같이 사용하

므로, PE와 탑재는 서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PE와 

탑재를 같이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1~2년의 방대한 일정계획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분 이내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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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준화된 PE와 탑재의 일정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전

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 다.

첫째, 탑재일은 일정계획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어 고정된 

것으로 한다.  일정계획 수립 시 탑재일은 Key Event, 탑재공법, 

탑재 블록 간의 선후행 관계, 도크의 각종 설비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결정되며, 관련된 많은 데이터의 정량화․표준화를 

필요로 한다. 즉, PE 및 탑재의 일정계획 수립 시 탑재일의 결

정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데이터 생성 등 많은 선행 작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탑재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PE 작업 일정과 탑재 작

업 이후의 취부용접 작업 일정을 주로 조정함으로써 PE와 탑

재 단계의 부하 평준화를 시도한다. 탑재일이 고정되면 골리

앗 크레인의 부하는 대부분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 골리앗 

크레인 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부하 평준화 대상으로 PE 단계에서는 PE 정반 면적 자

원과 취부용접 인력 시수 자원을, 탑재 단계에서는 취부용접 

인력 시수 자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심출 인력 자원은 취부

용접 인력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아서 본 연

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취부용접 인력 자원에 대한 부

하 평준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취부용접 인력 시수 자원은 PE와 탑재에서 같이 사용되는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자원이지만, PE 단계에서는 PE 정반의 

점유 면적 부하를 평준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PE 단계

에서 사용하는 취부용접 인력 시수는 탑재 단계에서 사용하는 

취부용접 인력 시수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PE와 탑재

를 동시에 고려하여 취부용접 부하를 평준화하는 것은 탑재에

서 PE의 결과를 반 하여 취부용접 부하를 평준화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PE와 탑재의 일정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이 단계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PE 정반 면적 자원은 PE에

서만 사용되므로 PE 정반 면적 부하 평준화를 목적으로 PE 단

계의 일정계획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탑재 일정계획에서는 

PE 단계에서 사용된 PE의 취부용접 인력 시수를 입력으로 반

하여 전체(PE +탑재) 취부용접 인력 시수 부하를 평준화하

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한다. 

3.  선행탑재의 부하평준화

PE 단계에서는 탑재일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블록별 PE 정

반 점유 면적, 취부용접 인력 시수, 작업 간 관계 정보 등의 PE 

관련 데이터를 기초로, PE 정반의 사용 면적 부하를 평준화 할 

수 있도록 PE 단계의 작업별 세부 일정을 결정한다.

PE 정반 면적 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

는 작업일을 기준으로 PE 블록의 작업 일정이 변경되어야 한

다. 본 알고리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정 변수(조정 사

항)를 가지도록 하 다.

∙탑재 작업 전에 여유일을 가짐.

∙PE 작업장 밖으로 블록을 이동함.

탑재 작업 전에 여유일을 갖는 방법은 공기의 변동 없이 PE 

단계의 전체 일정을 Backward로 이동하여 조정 대상 작업일을 

벗어나도록 하는 경우이다.  보통 PE 작업이 완료된 블록은 바

로 골리앗 크레인에 의해서 도크로 탑재가 되지만, PE 작업 완

료 후 PE 정반 점유와 관계없는 PE 작업장이나 도크의 잔여 공

간에서 부하 평준화를 위하여 비교적 짧은 며칠 동안 대기하

다가 탑재될 수 있다.  본 알고리듬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여유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여유

일을 적게 갖는 것을 선호한다.

한편, PE 작업장 밖으로 블록을 이동하는 방법은 PE 정반점

유 작업의 시작일은 고정하고 종료일을 앞당겨서 블록의 정반

사용 기간을 줄임으로써 조정 대상 작업일을 벗어나도록 하는 

경우이다.  PE 대상 블록 중에서 바닥이 평평하고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는 특성을 가진 블록들은 PE 작업장의 공간 활용률

을 높이기 위해서 선각 작업이 끝난 후부터 탑재일 전까지 언

제라도 PE 작업장 밖으로 옮겨서 도장이나 의장 작업 등 나머

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때, PE 작업장 밖으로 이동 가능한 블

록의 개수는 야드의 적치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이 있게 

된다. 본 알고리듬에서 최대로 이동이 가능한 블록 개수는 사

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PE 블록을 적게 이

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PE 단계에서는 정반점유 부하를 평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두 조정 방법 모두 PE 관련 작업들 중 PE 정반

점유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원래의 PE 작업들의 관계에 따라 

다른 작업들의 일정도 바뀌게 된다.  

3.1  선행탑재 휴리스틱 모델링

PE의 휴리스틱의 적용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PE 휴리스틱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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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적화 시뮬레이션 정보 입력

사용자에 의해 일정계획 대상 데이터, 대상 Batch(계획 기간), 

목적함수 등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② 초기 작업 부하 산출

작업일정이 이동되거나 공기가 단축되지 않고, 일정계획 데

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일정대로 초기 작업일정을 설정한다.  

그 후, 이 작업일정에 따라 초기 정반점유 부하 Profile(=일별 

정반점유 자원 사용량)을 산출한다.

③ 탑재 전 여유일 휴리스틱 적용

만약 사용자가 탑재 전 여유일 제약을 주었으면 선택된 목

적함수의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을 적용하고(3.1.1절 참조), 아

니면 바로 ⑤로 간다.

④ 여유일 최소화

탑재 전 여유일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PE 정반점유 작업의 

일정을 변경하다 보면, 부하의 평준화와는 관계없이 불필요하

게 여유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유일은 가급적 없는 것

을 선호하므로 부하 평준화와 관계없는 여유일은 최대한 줄이

도록 한다.

⑤ PE 작업장 밖 이동 휴리스틱 적용

만약 사용자가 PE 작업장 밖 이동 가능 제약을 주었으면 선

택된 목적함수의 휴리스틱을 적용하고(3.1.2절 참조), 아니면 

바로 ⑥으로 간다.

⑥ 결과 저장 및 조회

휴리스틱 적용 결과 변경된 일정과 부하(혹은, 휴리스틱 미

(未)적용 시에는 초기 일정과 초기 부하)를 저장하고, 생성된 

일정이나 부하 결과를 조회한다.

한편, PE 휴리스틱을 적용하여 결정된 PE 취부용접 인력 부

하는 탑재 단계에서의 취부용접 인력 부하 평준화 적용시 반

하기 위해 별도로 저장된다.

PE 단계에서는 각 휴리스틱별로 최대값 최소화, 기준 초과

합 최소화, 기준 편차 최소화 등 세 가지 목적함수를 고려하

다.  탑재 전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과 PE 작업장 밖 이동 휴리

스틱의 각 목적함수별 세부 모델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탑재 전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

최대값 최소화 목적함수의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 적용 절차

는 <그림 4>와 같다.  기준 초과합 최소화, 기준 편차 최소화 

등 다른 두 목적함수의 적용 절차는 종료 조건만 틀리고, <그

림 4>의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화 목적

함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림 4.  탑재 전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 적용 절차.

  (최대값 최소화 목적함수의 경우)

최대값 최소화 목적함수의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은 여유일

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초기 정반점유 부하 Profile에서 최대 부

하값을 가능한 한 낮추는 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휴리스틱

의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하 Profile에서 최대 부하

값을 갖는 Time Bucket(=최대 부하 작업일)을 중심으로 개선이 

가능한 후보 블록들을 선택한다.  그 후, 목적함수 값(=최대 부

하값)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블록을 선택하고 일정을 조정

하여 목적함수 값을 줄인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 최대 부하값

을 갖는 Time Bucket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여 목적함수 값을 계

속 개선해 나가는 Greedy Local Search 방식이다. 각 단계별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대 부하 작업일 탐색

부하 Profile을 검색하여 전체 계획기간 중 PE 정반점유 면적

이 최대인 작업일(=대상 작업일 t)을 선정한다.

② 대상 블록 목록 산출

PE 블록들을 검색하여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들의 

목록을 산출한다.

∙정반점유 작업의 일정이 작업일 t에 걸쳐진다.

∙여유일을 조정하여, 즉 여유일을 더 주거나 덜 주어서 정

반점유 작업의 일정이 대상 작업일 t를 빠져 나갈 수 있다.

최대값 최소화 휴리스틱의 경우는 만약 대상 블록들이 하나

도 없으면, 즉 더 이상 조정할 여지가 없으면 알고리듬은 종료

한다. 그러나 기준 초과합 최소화나 기준 편차 최소화는 기준

값을 초과하는 모든 작업일이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하

가 최대인 작업일에서 더 이상 조정할 여지가 없으면 그 다음

으로 부하가 큰 작업일을 대상으로 다시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기준 초과합이나 편차합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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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 블록 중 최대 점유면적 블록 선택

대상 블록들의 PE 정반점유 면적을 조사하여 PE 정반을 가

장 많이 차지하는 블록을 선정한다. 

④ 여유일 조정(일정 이동)

해당 블록의 정반점유 작업의 여유일을 조정하여 최대 부하

를 낮춘다.  이 때, 정반점유 작업의 공기는 불변이고, 시작일과 

완료일이 대상 작업일 t를 빠져 나가도록 조정된다(<그림 5> 

참조).

그림 5.  탑재 전 여유일 로직 개념도.

그 후, 다시 전체 계획기간 동안의 부하 Profile을 검색하여 

PE 정반 면적 사용량이 최대인 새로운 대상 작업일 t'를 선정하

고, 조정 가능한 블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같은 절차를 계속 

반복한다.

3.1.2  PE 작업장 밖 이동 휴리스틱

최대값 최소화 목적함수의 PE 작업장 밖 이동 휴리스틱 적

용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기준 초과합 최소화, 기준 편차 

최소화 등 다른 두 목적함수의 적용 절차는 종료 조건만 틀리

고, <그림 6>의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

화 목적함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림 6.  PE 작업장 밖 이동 휴리스틱 적용 절차.

    (최대값 최소화 목적함수인 경우)

최대값 최소화 목적함수의 PE 작업장 밖 이동 휴리스틱은 

공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초기 정반점유 부하 Profile에서 최

대 부하값을 가능한 한 낮추는 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휴리

스틱의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하 Profile에서 최대 

부하값을 갖는 Time Bucket을 중심으로 개선이 가능한 후보 블

록들을 선택한다. 그 후, 목적함수 값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블록을 선택하고 공기를 조정하여 목적함수 값을 줄인다. 이

런 방법으로 다시 최대 부하값을 갖는 Time Bucket을 찾는 과정

을 반복하여 목적함수 값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 각 단계별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대 부하 작업일 탐색

부하 Profile을 검색하여 전체 계획기간 중 PE 정반점유 면적

이 최대인 작업일(=대상 작업일 t)을 선정한다.

② 대상 블록 목록 산출

PE 블록들을 검색하여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들의 

목록을 산출한다.

∙대상 작업일 t가 해당 블록의 선각 작업 종료일과 정반점

유 작업 종료일 사이에 걸쳐진다.

∙PE 작업장 밖으로 이동 가능한 블록이다.

∙PE 작업장 밖 이동 블록 개수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다. 

최대값 최소화 휴리스틱의 경우는 만약 대상 블록들이 하나

도 없으면, 즉 더 이상 조정할 여지가 없으면 알고리듬은 종료

한다.  그러나 기준 초과합 최소화나 기준 편차 최소화는 기준

값을 초과하는 모든 작업일이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하

가 최대인 작업일에서 더 이상 조정할 여지가 없으면 그 다음

으로 부하가 큰 작업일을 대상으로 다시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기준 초과합이나 편차합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반

복한다.

③ 대상블록 중 최대 점유면적 블록 선택

여유일 조정 휴리스틱과 동일하다.

④ PE 작업장 밖 이동(공기 단축)

해당 블록의 정반점유 작업의 공기를 단축하여 최대 부하를 

낮춘다.  이 때, 정반점유 작업의 시작일은 고정하고, 완료일을 

t-1로 변경하여 대상 작업일 t를 빠져나간다(<그림 7> 참조).

그림 7.  PE 작업장 밖 이동 로직 개념도.

그 후, 다시 전체 계획기간 동안의 부하 Profile을 검색하여 

PE 정반점유 면적 사용량이 최대인 새로운 대상 작업일 t'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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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행탑재 휴리스틱 목적함수별 부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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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해

최대값 최소화 휴리스틱

기준 초과합 최소화 휴리스틱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

기준면적

표 1.  PE 휴리스틱 적용 결과 비교

실험방법 최대값
기준 

초과합
기준 편차*

풀이

시간**

JIT 초기해 63553 1730364 2340669  6

최대값 최소화

휴리스틱
49234 1182256 1187425  9

기준 초과합 

최소화 휴리스틱
53429  458903  495591 30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
48828  253029  190524 39

정하고, 단축 가능한 블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같은 절차를 

계속 반복한다.

휴리스틱 적용 결과는 적용한 목적함수별로 약간 다르다.  

최대값 최소화는 PE 작업장 점유면적의 최대 부하만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하는 반면, 기준 초과합 최소화는 가능하면 기준을 

넘는 부분을 모두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하가 

기준값에 더 근접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기준 편차 최소

화는 기준값 이하인 작업일도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

값을 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준값 이하인 부분의 부하도 

평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2  선행탑재 휴리스틱 적용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휴리스틱의 풀이 성능(수행 속도와 해

의 개선도)을 살펴보기 위해 D 조선소의 현업 중일정계획 데

이터 중에서 12 Batch(약 1년 5개월 작업 분량)를 대상으로 최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해의 개선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

일정계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 작업 일정대로 

PE장 면적 사용량을 구한 JIT 초기해를 기준으로 삼았다. 계획 

기간 내의 총 PE 블록 수는 1,170개이고, PE 정반점유 면적의 

기준값으로는 약 39,820(m2)을 사용하 다.  조정 방법으로는 

탑재 전 여유일 3일, PE 작업장 밖 이동 가능 블록 개수는 일별 

7개로 설정하 다. 실험에는 펜티엄4-1.7G, 1G RAM PC를 사용

하 다. 

<그림 8>에서 x축은 작업 일수를, y축은 PE 정반 면적을 나

타내고, ‘초기해’는 JIT 초기해를 의미한다. 적용 결과 기준 편

차 최소화 휴리스틱이 부하 평준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8> 참조). 

* : 실제로는 기준 편차 제곱합을 10,000으로 나눈 수치임

** : 단위는 초(sec)임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이 부하 평준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은, 다른 휴리스틱들과는 달리 전체 계획기간

을 대상으로 부하 평준화를 시도함으로써 작업일정이 변경된 

블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을 적용함으로써 1분 이내에 초기해 대

비 최대값은 약 23%, 기준 초과합은 약 85%, 기준 편차는 약 

92%까지 개선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탑재의 부하평준화

탑재 단계에서는 탑재 블록별 탑재일과 취부용접 공기 및 시

수, 탑재 작업 간 관계 정보 등의 탑재 관련 데이터에 기초하여 

발판설치 작업, 심출 작업, 취부용접 작업의 일정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판설치 작업과 심출 작업은 탑재일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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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정해지는 것으로 하고, 탑재 취부용접 작업만을 조정하

여 부하를 평준화한다.  

탑재 단계에서 취부용접 시수 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는 작업일을 기준으로 탑재 블록의 작업일정이 

변경되어야 한다. 본 알고리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

정 변수(조정 사항)를 가지도록 하 다.  

∙탑재 취부용접 작업의 공기를 표준공기(standard  duration) 

보다 늘림.

∙심출 작업 이후에 여유일을 가짐.

∙탑재 취부용접 작업의 공기를 표준공기보다 줄임.

취부용접 작업의 공기를 표준공기보다 늘리는 경우, 일별 

취부용접 시수 사용량이 줄어들어 조정 대상 작업일에서의 취

부용접 시수의 부하가 줄어든다. 심출 작업 이후에 여유일을 

가지는 방법과 공기를 표준공기보다 줄이는 방법은 탑재의 취

부용접 작업일정이 조정 대상 작업일을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해당 작업일에서 사용되는 취부용접 시수를 줄이는 것이다.

한편, 공기와 여유일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가능한 조정 방

법의 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즉, 여유일을 주어서 일정이 변경

되는 경우와 공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표준공기가 5일인 취부용접 작업의 공기를 최대 2일

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 여유일을 최대 2일까지 줄 수 있는 

경우, <그림 9>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정 방법이 가능하

다.  마찬가지로 공기를 줄이면서 여유일을 가지는 경우도 이

처럼 많은 조정 방법이 있다.  

그림 9.  탑재 취부용접 작업 조정 사례.

생성된 일정의 부하 평준화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

우 탑재 취부용접 작업의 일정을 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선호

도가 있다. 

∙심출 작업 이후 여유일이 없고 표준공기를 사용하는 JIT 

(Just In Time) 스케줄이 바람직하다.

∙심출 작업 이후 여유일을 적게 주는 스케줄이 바람직하다.

∙표준공기에서 공기를 조금 조정하는 스케줄이 바람직하다.

∙공기를 늘리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공기를 늘리는 것이 심출 작업 이후 여유일을 늘리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

∙심출 작업 이후 여유일을 늘리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취부용접 작업은 표준공기를 사용한 JIT 완료

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취부용접 작업의 

공기는 이렇게 결정된 취부용접 완료일까지 최대로 늘리는 것

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부용접 작업 공기를 늘릴 수 있는 한도

는 심출 작업 이후의 여유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

어, 취부용접 작업의 JIT 완료일에서 최대 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여유일 2일을 가지면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최대 공기는 8(=10-2)일이 된다. 단, L/C (Launching) 블록인 경

우는 JIT 완료일보다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가 없으므로, 공기

의 늘림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취부용접 공기 단축에는 배수 로직을 적용하 다.  배

수 로직이란 일정 배수 단위로 공기를 한 단위씩 줄이는 방법

을 말한다. 예를 들어, 4배수 로직을 적용하는 경우, 취부용접 

표준공기가 15일이라면 최대 3일(=15/4)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게 되며, 최소 공기는 12일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탑재 일정계획 조정 방법에 따른 선호도와 

조정 규칙을 반 하여 다음과 같은 탑재 휴리스틱 알고리듬을 

개발하 다. 

4.1  탑재 휴리스틱 모델링

탑재의 휴리스틱 적용 절차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탑재 휴리스틱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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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적화 시뮬레이션 정보 입력

사용자에 의해 일정계획 대상 데이터, 대상 Batch(계획 기간), 

목적함수 등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② 초기 작업 부하 산출

작업 일정을 이동하거나 공기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계획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일정대로 초기 작업일정을 설정한

다.  PE 시뮬레이션에 의해 사용된 PE의 취부용접 부하를 같이 

고려하여 전체 취부용접 시수 부하 Profile을 산출한다.

③ 공기 늘림 휴리스틱 적용

만약 사용자가 공기 늘림 제약을 설정하 으면 선택된 목적

함수의 공기 늘림 휴리스틱을 적용하고(4.1.1절 참조), 아니면 

바로 ④로 간다.

④ 공기 단축 휴리스틱 적용

사용자가 공기 단축 제약을 주었으면 선택된 목적함수의 공

기 단축 휴리스틱을 적용하고(4.1.2절 참조), 아니면 바로 ⑤로 

간다.

⑤ 결과 저장 및 조회

휴리스틱 적용 결과 변경된 일정과 부하를 저장하고, 생성

된 일정이나 부하 결과를 조회한다.

탑재에서는 기준 초과합 최소화와 기준 편차 최소화 두 목

적함수만을 개발하 다. 취부용접 인력 시수의 기준값은 PE의 

정반점유 면적 기준값과는 달리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주(週)별로 변하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화 목적으로 최대 부하

를 낮추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스케줄링 담당자의 주 관

심사는 취부용접 인력 시수를 기간에 따라 변하는 기준값(시

수)에 맞추는 데 있다. 공기 늘림 휴리스틱과 공기 줄임 휴리스

틱의 각 목적함수별 세부 모델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공기 늘림 휴리스틱

기준 초과합 최소화 목적함수의 공기 늘림 휴리스틱 적용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기준 편차 최소화 목적함수는 부

하가 기준값 이하인 작업일도 대상 작업일로 포함한다는 점만 

빼고는 <그림 11>의 절차와 동일하다.  여기서는 기준 초과합 

최소화 목적함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공기를 늘리는 것이 

심출 작업 이후 여유일을 늘리는 것보다 바람직하므로, 심출 

후 여유일이 고정된 상태에서 먼저 공기만을 늘려서 부하를 

평준화한다. 이 절차는 여유일이 없는 경우, 1일을 준 경우, 

…, 최대 여유일을 준 경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실

행된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작업일 탐색

취부용접 인력 시수 부하 Profile을 검색하여 처음에는 계획 

기간 중 시수와 기준값과의 차이가 가장 큰 작업일(=대상 작

업일 t)을 선정한다. (이후, 대상 작업일에서의 시수와 기준 시

수와의 차이를 ‘시수 편차’라고 정의한다.)

대상 작업일 t를 선택할 때, 기준 초과합 최소화는 부하가 기

준값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검색하지만, 기준 편차 최소화는 

기준값 이하인 부분도 대상으로 포함하므로 사실상 전체 계획

기간을 대상으로 검색을 한다.

그림 11.  공기 늘림 휴리스틱 적용 절차.

              (기준 초과합 최소화의 경우)

② 대상 블록 목록 산출

탑재 블록들을 모두 검색하여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

는 블록들의 목록을 산출한다.

∙작업일 t가 취부용접 작업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어

야 한다.

∙L/C(Launching) 블록이 아니어야 한다.

∙앞서 이미 한번 조정된 블록이 아니어야 한다.

L/C 블록은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으므로 공기 늘림 휴리

스틱에서는 제외를 한다.  그리고, 이미 조정한 블록을 다시 조

정할 수 있게 하면 부하의 개선 정도에 비해 풀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므로, 한번 조정되면 더 이상 대상 블록에 포함시키

지 않도록 한다.

만약, 대상 블록이 하나도 없으면 계획 기간 중 시수 부하와 

기준값과의 차이가 그 다음으로 큰 작업일을 새로운 대상 작

업일로 선정한다. 이런 방식을 반복하여 계획 대상 작업일의 

시수가 기준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면 시수 편차는 0이 되고, 알

고리듬은 종료된다.

③ 대상 블록 중 최대 시수 블록 선택

대상블록들이 사용하는 탑재 취부용접 인력 시수를 조사하

여 가장 시수를 많이 요구하는 블록을 선정한다.

④ 공기 늘림

공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씩 계속 늘려서 부하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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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을 조사하여, 가장 부하가 많이 줄어드는 일정으로 변경

한다.

이러한 절차가 여유일이 없는 경우에서 최대 여유일을 준 

경우까지 한 번씩 실행되면, 공기 늘림 휴리스틱은 종료된다.

4.1.2  공기 단축 휴리스틱

기준 초과합 최소화 목적함수의 공기 단축 휴리스틱의 적용 

절차는 <그림 12>와 같다.  기준 편차 최소화 목적함수는 공

기 늘림 휴리스틱처럼 계획 대상 후보 작업일에 기준값 이하

인 작업일도 포함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그림 12>와 동일

하다.  

그림 12.  공기 늘림 휴리스틱 적용 절차.

               (기준 초과합 최소화의 경우)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작업일 탐색

공기 늘림 휴리스틱과 동일하다.

② 대상 블록 목록 산출

공기 단축 휴리스틱에서는 대상 블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작업일 t가 취부용접 작업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어

야 한다.

∙공기 단축 가능 일수가 0보다 커야 한다.

∙앞서 이미 한번 조정된 블록이 아니어야 한다.

공기를 더 이상 단축할 수 없거나, 이미 조정된 블록은 대상

으로 하지 않는다.

③ 대상 블록 중 최대 시수 블록 선택

대상 블록들이 사용하는 탑재 취부용접 인력 시수를 조사하

여 가장 시수를 많이 요구하는 블록을 선정한다.

④ 공기 줄임

심출 작업 이후 여유일을 늘리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기를 단축하기보다는 여

유일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면서 부하를 줄여나간다.  즉, 공기

를 1일 줄이고 여유일로 가능한 일수까지 조정하고, 공기를 2

일 줄이고 여유일을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단축 가능한 일수

까지 공기를 줄여나가면서 부하 감소량을 조사하여, 가장 부

하가 많이 줄어드는 일정으로 변경한다.

4.2  탑재 휴리스틱 적용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탑재 휴리스틱의 풀이 성능(수행 속도

와 해의 개선도)을 살펴보기 위해 PE에서와 동일한 중일정계

획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해의 

개선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일정계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는 초기 작업 일정대로 취부용접 시수 사용량을 구한 

JIT 초기해를 기준으로 삼았다. 계획 기간 내의 총 탑재 블록 

수는 1,775개이며, 계획 기간 동안의 기준값(시수)은 주별로 변

하는 값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PC는 PE 휴리스틱에서

와 동일한 사양인 펜티엄4-1.7G, 1G RAM이다.  조정 방법으로

는, 최대 여유일 4일, 최대 공기 늘임 10일, 공기 단축 4배수 로

직를 적용하 다.

표 2.  탑재 휴리스틱 적용 결과 비교

실험방법
기준 

초과합

기준

편차*

풀이

시간**

JIT 초기해 77553 2374467 10

기준 초과합 최소화 

휴리스틱
35887 1360891 746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
38224 988344 1142

* : 실제로는 기준 편차 제곱합을 100으로 나눈 수치임

** : 단위는 초(sec)임

적용 결과 기준 초과합 측면에서는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

스틱이, 기준 편차 측면에서는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2>, <그림 13> 참조).  

<그림 13>에서 x축은 작업 일수를, y축은 취부용접 시수를 

나타내고, ‘초기해’는 JIT 초기해를 의미한다. 기준 초과합 최

소화 휴리스틱은 약 12~13분 정도에 초기해 대비 기준 초과합

이 약 53% 개선되었으며, 기준 편차 최소화 휴리스틱은 약 19

분 정도에 초기해 대비 기준 편차가 약 58% 개선되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휴리스틱은 취부용접 인력의 부하평준화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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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탑재 휴리스틱 목적함수별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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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일정 계획 수립 시 조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 탑재와 그 전 단계인 PE를 같이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한 휴리스틱 알고리듬을 개발하 다.  D 조선

소의 중일정계획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휴리스틱 알고리

듬을 적용해 본 결과, PE 정반 점유면적 평준화와 전체 취부용

접 시수 평준화 측면에서 볼 때, JIT 초기해 대비 기준 초과합

은 각각 최대 85%, 53%, 기준 편차는 최대 92%, 58%가 감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휴리스틱은 PE와 탑재의 일정계

획 수립 시 고려하는 조정 우선순위를 대부분 반 하 고 현

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 기 때문에,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에 구해진 결과는 조선소의 중장기 일

정계획 수립 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

부용접 인력 자원을 PE 단계와 탑재 단계에서 같이 고려하여 

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추후 PE와 탑재 단계를 완전히 통합

하여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다.  

제시된 알고리듬은 ILOG Solver/Scheduler의 모델링 Class를 이

용하여 Visual C++로 구현하 다.  추후에는 ILOG에서 제공하

는 제약전파기법과 메타 휴리스틱 방법을 활용하여 알고리듬

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PE의 이전 단계인 선행의장, 선행

도장, 조립 단계까지 개념을 확장하여 통합 일정계획을 수립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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