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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인터넷 쇼핑몰들은 매 상품의 포장과 배송을 한 상품 창고를 운 하고 있다. 상품들은 동일 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에 일렬로 보 된다. 상품의 반출  상품 리의 편의상, 상자들은 동일 랜드끼리 묶여져 

선반에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이 입고될 경우 상품들은 동일 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 에 있는 기존 상자들 에서 동일 랜드의 상자 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반 의 빈 곳이 새로 

입고되는 상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의 다른 랜드의 상자들을 으로 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새로운 상자를 배치함으로써 동일 랜드 상자끼리 붙어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상품을 입고할 때 동일 랜드의 상자들끼리 붙어 있도록 하면서 다른 랜드의 

상자를 으로 옮길 경우, 그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최 해를 구하기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선 

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하 다. 그런데, 정수계획법 문제는 분기한정법(Branch and Bound) 기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그 경우 문제해결 시간이 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배치 문제를 할당 

문제(Assignment Problem)로 완화하여 모형화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최 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험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한, 이 방법론 하에서 실제 의류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  환경을 고려할 때 해결 

가능한 문제의 최  크기를 도출하고, 그 크기 이내에서 입고 계획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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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창고에서 상품들은 동

일 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에 일렬로 보

된다. 상품 리의 편의상, 상자들은 동일 랜

드끼리 묶여져 선반에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새로운 상품들이 입고될 경우 상품들은 동일 

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 에 있는 기존 

상자들 에서 동일 랜드의 상자 에 배치되어

야 한다. 그런데, 선반 의 빈 곳이 새로 입고되는 

상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의 

다른 랜드의 상자들을 으로 어서 공간을 확

보한 후 새로운 상자를 배치함으로써 동일 랜드 

상자끼리 붙어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상품 상자를 입고할 때 동일 

랜드의 상자들끼리 붙어 있도록 하면서, 다른 랜

드의 상자를 으로 옮기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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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본 연구의 문제는 기본 으로 상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한 상품의 배치를 정하는 

문제이지만, 상품 배치 기 이 랜드 별로 상품을 

묶는데 있다는 에서 상품 반출 빈도, 상품 크기

나 무게 등을 기 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차

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효율성을 검토하기 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우선 련 문헌들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문제정의, 최 화 모델링, 문제완화 등을 

포함한 상품 배치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실험에 의하여 검토하

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문헌 연구

주문된 상품들을 창고에서 꺼내는 과정을 효율

화하기 하여 주문 상품반출(Order picking)에 

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하

고 있다. 하나는 재고 상품(SKU, Stock keeping 

unit)을 창고의 특정 치에 배치(assign)하는 배

치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SKU들의 배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 주문 상품을 반출하기 해 창고를 

돌아다니고, 상품 정보를 악하거나, 기타 필요한 

행동들을 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해 유사한 주문끼리 묶는(Order batching) 문제

이다(Brynzer, 1996; Koster et al., 2007).

주문묶음(Order batching) 문제는 창고 내 상품 

재 선반의 배치  이에 따른 복도의 치와 길

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 상품반출 지시서에 따른 한 

번의 작업동안 반출자(Order picker)가 움직여야 

하는 동선의 길이의 평균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모

형화되며, 이러한 모형은 일반 으로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 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만족스러

운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해를 찾아내는 휴리스틱

의 개발에 을 맞추어 왔다. 주문묶음(Order 

batching) 휴리스틱과 련하여, Elsayed and Unal 

(1989)은 EQUAL 알고리즘, SL 알고리즘, MAX-

SAV 알고리즘, CWright 알고리즘 등을 기술하

으며, Goetschalckx and Ratliff(1988)는 최 의 정

지 회수와 정지 치, 그리고 매 정지마다 꺼내야 

할 상품을 정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한 실제 상황에서는 종종 배치 정책과 주문묶음 정

책을 조합하기도 한다.

주문 상품반출 시간은 각 상품의 특징에 따라 

SKU를 배치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SKU를 배

치하는 통 인 방법은 상품의 사용률이나 회

율을 바탕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를 들어 가장 

자주 주문되는 상품을 입고  출고 장소의 제일 

앞에 배치하는 것이다. Heskett(1963)은 SKU 당 

필요한 장 공간(cube)과 SKU의 주문 빈도 간의 

비율로 표 되는 주문 당 입방면  지수(COI, Cu-

be-per-order index)를 제안하 다. COI 배치 정

책에 따르면, SKU를 COI에 따라 정렬한 후, 가장 

작은 COI를 갖는 SKU를 입출고 장소의 제일 앞

에 배치하는 것이다.

상품 배치 략은 크게 지정배치(dedicated sto-

rage), 임의배치(randomized storage), 클래스 별 

배치(class-based storage)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Koster et al., 2007; Merkuryev, 2009; Roodbergen, 

2001). 지정배치 략에서는 각 상품은 미리 정해

진 고정 장소에 배치된다. 임의배치 략에서 상품

들은 임의로 선택된 장소에 배치된다. 클래스 별 배

치 략에서는 SKU를 몇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각 클래스에 해 고정된 장소를 지정한 후, 각 클

래스 장소 내에서 임의배치 략을 용한다. White 

and Kinney(1982)의 지 에 따르면, 클래스 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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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셀의 배치 형태

치 략에 비하여 임의 배치 략이 장 공간을 

덜 필요로 한다. 반면에, 임의배치 략에 비하여 

클래스 별 배치 략은 주문 상품반출을 한 이동 

시간을 감소시킨다.

상품들을 랜드 별로 묶어서 배치하는 본 연구

의 문제는 클래스 별 배치 략을 채택한 창고에 

한 문제이지만, 클래스 별 배치 장소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클래스의 동  배치에 련된 문제는 컴퓨

터 로그래 에서 선형 리스트 유지를 한 순차 

메모리 할당(Sequential allocation) 문제와 유사하

다(Knuth, 1997). 순차 메모리 할당 문제는 고정된 

메모리 공간 내에 동 으로 크기가 변하는 여러 

개의 메모리 블록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각 메모리 

블록의 크기가 변할 때마다 각 메모리 블록들은 

체 공간 내에서 재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순차 메모리 할당 문제에서도 메모리 이동의 횟수

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은 개발하지 못했으며, 게

다가, 메모리 블록 내 바이트(byte)의 순서를 유지

해야 하는 은 동일 랜드 내 상자들의 순서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본 연구의 문제와는  다른 

이다.

3. 상품 배치 방법론

3.1 문제 정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하여 상품 상자가 놓

이는 창고 내의 각 장소를 셀(Cell)이라고 부르자. 

상자를 보 하는 선반은 다층의 격자형 선반이므

로, 원칙 으로 셀의 배치 형태는 2차원 배열의 형

태이다. 그러나 2차원 공간 상에서 새로운 상자의 

추가에 따라 동일 랜드의 상자 역을 후  

좌우로 확장할 경우 그 확장 결과가 단순한 직사

각형 형태가 아닌 아주 복잡한 형태가 되어 리

를 오히려 복잡하게 할 수 있다. 한 창고 리자

가 셀의 배치 형태를 1차원 배열로 악하여 동일 

랜드 셀의 시작 부터 끝 까지의 두 가지 값을 

기억하여 상자들을 기억하고 리하는 것이 간편

하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셀의 배치 형태를 일

렬로 늘어선 1차원의 배열로 악하고, 동일 랜

드의 상자끼리 묶는 것도 이 1차원 배열 상에서 묶

이도록 한다<그림 1>. 그러면, 본 연구문제의 목

표는 새로 상품 상자를 입고할 때 1차원의 각 셀에 

동일 랜드의 상품 상자끼리 묶이도록 상품 상자

들을 배치하되, 그때 상품 상자의 총 이동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된다.

3.2 최  모형화

최  모형화를 하여 이진 변수 를 도입하

자. 는 j번째 셀부터 시작하여 i번째 랜드의 

모든 상자들(기존 상자  신규 입고 상자)을 일렬

로 배치할지 여부를 나타낸다. 를 들어, 랜드 

1의 상자들이 총 3개이고 이것을 1번째 셀에 배치

한다면   이 되고, 1, 2, 3번 셀이 3개의 랜

드 1 상자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때     

이며, 변수 자체에는 상자의 개수 정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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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산 방법 

셀 수 랜드 수 상자 수 입고 상자 수 입고 랜드 수 수행시간( ) 최 해(비용)

500 4 450 2 1 0 2

1,000 9 900 9 1 2 15

1,500 13 1,350 10 2 4 15

2,000 17 1,800 16 2 7 22

2,500 21 2,250 17 3 10 26

3,000 25 2,700 26 3 15 32

3,500 30 3,150 26 4 47 34

4,000 34 3,600 31 5 72 43

4,500 39 4,050 39 5 62 58

5,000 43 4,500 37 6 237 42

5,500 47 4,950 45 6 N/A N/A

6,000 52 5,400 51 7 N/A N/A

6,500 56 5,850 55 7 N/A N/A

7,000 60 6,300 60 8 N/A N/A

<표 1> 정수계획법에 의한 상용 최 화 패키지의 문제 해결 시간

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목 함수를 구하기 하여 비용 를 도입하자. 

비용 는 i번째 랜드의 상자들을 j번째 셀부터 

배치하고자 할 경우 이동하여야 하는 i번째 랜

드 상자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를 들어, 랜드 

1의 상자가 기존에 2개가 있었고 3, 4번 셀에 치

하고 있었다고 하자<그림 2>. 그리고 랜드 1의 

상자가 새로 1 상자가 추가 입고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랜드 1의 총 3개의 상자를 1번 셀부터 연속

해서 배치하려면 기존 4번 셀의 상자를 2번 셀로 

옮기고, 신규 입고 상자는 1번 셀에 배치하면 되므

로 은 2(=이동 1개+신규 1개)가 된다.

지 까지 정의한 변수 와 비용 를 이용하

여 우리의 최 화 문제를 정수계획법 문제로 모형

화하면 다음과 같다.

 : 랜드의 개수

 : 셀의 개수

 : 랜드 i 상품의 상자의 총 개수(기존 상자 

 신규 입고 상자)    ⋯   

 : 랜드 i 상품을 j번째 셀부터 개를 연속

하여 배치하는지 여부(이진 변수)   

⋯     ⋯  

 : 랜드 i 상품을 j번째 셀부터 연속하여   

개를 배치할 경우 이동해야 하는 모든 상자

1 2 3 4 5 

1 2 3 4 5 

B B 

B 

기존 배치 

신규 입고 

B B B
새 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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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U UB B

1 2 3 4 5 

U UB B B 

1 2 3 4 5 

B UB B U 

1 2 3 4 5 6 7 8 9

B UB B U U V V  

X

(a)

(b)

(c)

(d)
4 7 9

<그림 3> 문제 완화 제

의 개수   ⋯     ⋯  

 







 

  (1)

subject to




 

       ⋯  (2)







   

  

 ≤       ⋯  (3)

         ⋯     ⋯    (4)

 모형에서 식 (2)는 모든 랜드 i는 특정 셀

에 반드시 한 번만 배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

약식이고, 식 (3)은 각 셀에는 한 개 이내의 상자만 

배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약식이다.

 모형을 실제의 한 인터넷 쇼핑몰의 창고 문제

에 해 용하 을 때, 랜드의 개수는 약 60개, 

셀의 개수는 약 7,000개로 변수의 개수는 약 420,000

개가 되었다. 그런데, LINDO, CPLEX 등 상용 최

화 패키지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실제 의류 인터넷 쇼핑몰이 갖고 있는 

컴퓨  환경인 2GHz CPU를 장착한 도우 XP 

PC에서 랜드의 개수 43개, 셀의 수 5,000개 이내

일 경우 약 4분 이내에 풀지만, 그 이상이 되면 풀

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따라서, 실제의 의류 인터넷 쇼핑몰 컴퓨  환경 하

에서는 랜드의 개수 약 60개, 셀의 개수 약 7,000

개의 문제는 정수계획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

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3.3 문제 완화에 의한 모형화

주어진 컴퓨  환경 하에서 기  가능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기 해서는 이 문제를 다른 각

도에서 모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상품 

상자의 배치 방법을 빈 셀(상자가 배치되지 않은 

셀)의 에서 생각해보자.

입고할 여러 개의 상품 상자  상품 상자 한 개

를 고르자. 이 상품 상자를 X라고 하고, X상자의 

랜드를 B라고 하자. 그리고 X를 각 빈 셀에 배

치할 경우의 비용을 생각해 보자. 를 들어, B 

랜드의 상자들이 배치된 셀들의 바로 의 셀에 X

를 배치할 경우 같은 랜드의 상자끼리 묶기 

한 특별한 재배치 비용은 없다.

그러나 를 들어, B 랜드의 상자들이 배치된 

에 빈 셀이 없이 다른 랜드 U의 상자들이 배

치되어 있으며, 그 U상자 에 비로소 빈 셀이 있

다고 하자. 이 경우 배치 형태는 <그림 3(a)>와 같

다. 만약, 상자 X를 <그림 3(a)>의 5번 빈 셀에 배치

하게 되면 배치 후 상자들의 랜드 분포는 <그림 

3(b)>와 같다. 이 경우 B 랜드의 상자끼리 묶기 

해서는 3번 셀의 U 랜드 상자와 5번 셀의 X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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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교환하면 되며<그림 3(c)>, 이때 재배치 비

용은 1이 된다. 즉, 상자 X를 5번 빈 셀에 배치하

는 비용은 1이 된다.

좀 더 복잡하게, 다른 2개의 랜드 U, V의 상

자들이 있는 <그림 3(d)>의 배치 형태를 보자. 이

때, 랜드 B의 상자끼리 묶기 하여 7번 V상자

를 9번으로 옮기고, 4번 U상자를 7번으로 옮기며, 

상자 X를 4번에 넣으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자 

X를 9번 셀에 배치하는 비용은 2가 된다. 이때, 상

자 X는 궁극 으로는 4번 셀에 배치되는 에 유

의하기 바란다.

이것을 일반화하여 이야기하면, B 랜드의 상

자와 특정 빈 셀 사이에 있는 상자들의 랜드의 

개수가 d개라면 재배치 비용은 d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자 배치 문제를 모형화하면 다

음과 같다.

 : 입고되는 상자의 개수

 : 빈 셀의 개수(단,  ≥ )

 : 상자 i를 j번째 빈 셀에 배치하는지 여부

(이진 변수)    ⋯     ⋯ 

 : 상자 i를 j번째 빈 셀에 배치할 경우 재배

치 비용   ⋯     ⋯ 

     









  (5)

subject to






       ⋯  (6)






 ≤      ⋯  (7)

         ⋯     ⋯  (8)

식 (6)은 신규 입고되는 상자가 어느 빈 셀에 반

드시 배치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제약식이고, 식 

(7)은 빈 셀에는 1개 이내의 상자가 배치되어야 함

을 나타내는 제약식이며, 두 제약식의 형태로부터 

 최 화 모형은 할당문제(Assignment Problem)

가 됨을 알 수 있다.

할당문제는 수송문제(Transportation problem)

의 특수한 형태로 식 (8)의 이진 변수 제약 없이 선

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의하여 풀어도 

정수해를 보장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한 수송문

제와 할당문제를 풀기 한 빠른 알고리즘들이 고

안되어 있다. 따라서  최 화 모형은 식 (1)～식 

(4)의 정수계획법 모형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모형이 원래 문

제에 해 최 화를 보장하는가가 문제가 되며, 이

에 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3.4 최 성  복잡성

복잡성 측면에서 할당모형 문제는 최 해를 보

장하는 앞의 정수계획법 문제보다 풀기 쉬운 것이 

자명하다. 한, 실제 창고에서 빈 셀의 개수가 

체 셀의 20～30% 이내로 유지되는 을 고려하면 

정수계획법 문제의 셀의 수가 7,000개, 변수 개수

가 420,000개에 이르는 데 반하여, 할당모형 문제

의 빈 셀의 수는 약 1,400～2,100개, 변수의 개수는 

신규 입고 상자의 개수가 60개 일때 약 84,000～

126,000개 정도로 히 문제의 크기도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의류 인터넷 쇼핑몰 컴퓨

 환경 하에서 랜드의 개수 약 60개, 셀의 개수 

약 7,000개의 문제를 할당모형 문제로 모형화하여 

풀어보았을 때 약 10  이내에 해를 찾아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당문제 모형은 최 해를 보장하지

는 않는다. 를 들어, 입고되는 상자를 1개씩 생각

하지 않고, 랜드 별로 여러 상자를 동시에 생각

해보자. 를 들어, B 랜드의 상자 2개를 입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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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랜드 수 상자 수
입고 
상자 수

입고 
랜드 수

정수 
계획법( )

정수 계획법
(비용 A)

완화문제
( )

완화문제
(비용 B)

비율
(비용 B/비용 A)(%)

2,000 17 1,800 16.4 2 7.1 23.5 0.35 24.5 104.30

2,500 21 2,250 20.75 3 10.55 35.7 0.25 37.7 105.27

3,000 25 2,700 24.65 3 14.65 37.2 0.65 40.6 109.20

3,500 30 3,150 29.8 4 20.4 45.4 0.95 50.2 110.07

4,000 34 3,600 31 5 66.15 44.55 1.6 46.2 103.40

평 균 25.4 2,700 24.52 3.4 23.77 37.27 0.76 39.84 106.45

<표 2> 실험 결과(정수계획법과 완화문제의 실행시간  비용 비교)

6 1 2 3 4 5 

U B U  

6 1 2 3 4 5 

B B B  U U 

6 1 2 3 4 5 

B B B U U

(a) 

(b) 

(c) 

<그림 4> 최 해 검토 제

며, 기존에 B 랜드의 상자가 1개 있다고 하자. 그

리고, 입고  상자 배치가 <그림 4(a)>와 같다고 

하자. 즉, B 랜드의 상자 에는 빈 셀이 없고, 

U 랜드의 상자를 건 서 빈 셀이 3개 있다고 하

자.  할당모형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경우 B 

랜드의 상자 1개당 재배치 비용이 1로서 총 재배치 

비용은 2가 되며, 그때의 최종 배치는 <그림 4(b)>

와 같이 된다. 그러나, 기존 1개의 B 랜드 상자를 

4번으로 옮기고, 2개의 신규 입고 상자를 5번과 6

번에 배치한다고 하면, 재배치 비용은 1이 되며, 그

때의 최종 배치는 <그림 4(c)>와 같이 된다.

4. 실험  결과

완화된 할당문제 모형의 해의 타당성을 검토하

기 하여 상용 패키지에 의해 푼 원래의 정수계

획법 모형의 해와 수송문제 알고리즘에 의해 푼 

완화된 할당문제 모형의 해를 비교 실험하 다. 실

제 인 비교를 해서는 셀의 수 7,000개, 랜드 

수 60개인 문제를 풀어서 비교해야 하지만 원래의 

정수계획법 모형의 경우 상용 패키지가 풀 수 없

으므로, 상용 패키지가 풀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셀 

수가 2,000, 2,500, 3,000, 3,500  4,000개, 랜드 

수가 17, 21, 25, 30  34개인 각각의 경우에 해

서 임의의 문제를 20개씩 생성하여 그 속도  최

해를 비교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셀의 수  

랜드의 수는 실제 문제의 셀 수 7,000개  랜

드 수 60개에 비례하여 결정하 다.

<표 2>를 보면 먼  속도 측면에서 문제 크기 

별로 20개 문제를 푼 평균 시간이 정수계획법 모

형의 경우 7.1, 10.55, 14.65, 20.4, 66.15  등으로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하

여, 완화된 할당문제 모형의 경우 0.35, 0.25, 0.65, 

0.95, 1.6  등으로 정수계획법 모형에 비해 히 

작으면서, 문제의 크기가 커질 때 상 으로 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그림 5>.

최 해의 측면에서 20개 문제의 평균 비용이 정

수계획법 모형의 23.5, 35.7, 37.2, 45.4, 44.55 등의 

최 값에 비하여 완화된 할당문제 모형의 경우 24.5, 

37.7, 40.6, 50.2, 46.2 등으로 각각 104.30%, 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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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제 해결 시간 비교

<그림 6> 평균 비용 비교

109.20%, 110.07%, 103.4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 이것은 평균 약 6.45%의 비율로 총 

비용이 증가한 것을 나타내며, 완화된 할당문제 모

형이 정수계획법 모형에 비해 히 빠른 시간 내

에 해를 구하며, 특히 정수계획법 문제가 셀 수 

7,000개짜리 실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

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수계획법은 NP-완 (NP-complete) 문제이

나 완화문제는 선형계획법 문제로서 Karmarkar 

알고리즘 등에 의해 다항시간(Polynomial time) 내

에 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문제의 크

기가 커질 수로 완화문제가 정수계획법 모형에 비

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해를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표 2>를 통해서도 

간 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한 실험결과 셀

이 4,000개 일때 정수계획법이 완화문제에 비해 약 

65 의 시간이 더 걸리지만, 움직여야 하는 상자의 

개수가 약 2개 정도 늘어난 것에 해 쇼핑몰의 입

고 담당자는 상자 2개를 움직이는 데 수 십 이면 

충분하며, 이러한 값의 차이는 셀의 개수가 늘어남

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라는 에서 완화문제에 의

한 해를 만족스럽게 받아들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상

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한 상품의 배치를 정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상품 반출 빈도, 

상품 크기나 무게 등을 기 으로 하는 SKU의 

치를 정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랜드 별로 

상품을 묶어 유지하는 것이 기 이 된다는 에서 

본 연구의 문제는 기존 문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정수계획법에 의한 최  모형

화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 으로 문제의 크기가 

무 커서 상용 정수계획법 패키지로는 만족할 만

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곤란하 다. 따라서, 문

제를 빈 셀의 에서 근함으로써 문제를 완화

하여 할당 문제 모형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 이

게 얻어진 할당 문제 모형은 그 특성상 선형계획법 

패키지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풀릴 수 있으며, 

한 문제의 크기가 빈 셀의 수에 비례하므로 창고 

내 체 셀의 크기가 커져도 원래의 최 화 모형과 

달리 문제의 크기가 심각히 커지지 않는 다는 장

이 있다. 한편, 할당 문제로 완화된 모형은 최 해

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실험 결과 그 

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단되었다. 재 

이 방법론을 구 한 의류창고 입출고 리 시스템

이 ㈜아이에 네트워크의 패션 러스 쇼핑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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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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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icient Heuristic for Storage Location Assignment and 

Reallocation for Products of Different Brands at 

Internet Shopping Malls for Clothing

Yong Uk Song*․Byung-Hyuk Ahn**

An Internet shopping mall for clothing operates a warehouse for packing and shipping products 
to fulfill its orders. All the products in the warehouse are put into the boxes of same brands and 
the boxes are stored in a row on shelves equiped in the warehouse. To make picking and managing 
easy, boxes of the same brands are located side by side on the shelves. When new products arrive 
to the warehouse for storage, the products of a brand are put into boxes and those boxes are located 
adjacent to the boxes of the same brand. If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the new coming boxes, 
however, some boxes of other brands should be moved away and then the new coming boxes are 
located adjacent in the resultant vacant spaces.1)

We want to minimize the movement of the existing boxes of other brands to another places 
on the shelves during the warehousing of new coming boxes, while all the boxes of the same brand 
are kept side by side on the shelves. Firstly, we define the adjacency of boxes by looking the shelves 
as an one dimensional series of spaces to store boxes, i.e. cells, tagging the series of cells by a series 
of numbers starting from one, and considering any two boxes stored in the cells to be adjacent to 
each other if their cell numbers are continuous from one number to the other number. After that, we 
tried to formulate the problem into an integer programming model to obtain an optimal solution. An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and Branch-and-Bound technique for this problem may not be 
tractable because it would take too long time to 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the number of the 
cells or boxes in the warehouse and the computing power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As an alternative approach, we designed a fast heuristic method for this reallocation problem 
by focusing on just the unused spaces-empty cells-on the shelves, which results in an assignment 
problem model. In this approach, the new coming boxes are assigned to each empty cells and then 
those boxes are reorganized so that the boxes of a brand are adjacent to each other. The objective 
of this new approach is to minimize the movement of the boxes dur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 Dept. of M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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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keeping the boxes of a brand adjacent to each other. The approach, however, does not ensure 
the optimality of the solution in terms of the original problem, that is, the problem to minimize the 
movement of existing boxes while keeping boxes of the same brands adjacent to each other. Even 
though this heuristic method may produce a suboptimal solution, we could obtain a satisfactory 
solution within a satisfactory time, which are acceptable by real world experts. In order to justify the 
quality of the solution by the heuristic approach, we generate 100 problems randomly, in which the 
number of cells spans from 2,000 to 4,000, solve the problems by both of our heuristic approach and 
the original integer programming approach using a commercial optimization software package, and 
then compare the heuristic solutions with their corresponding optimal solutions in terms of solution 
time and the number of movement of boxes. We also implement our heuristic approach into a storage 
location assignment system for the Internet shopping mall.

Key Word : Internet Shopping Mall, Order Picking, Reallocation, Storage Location Assignment,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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