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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자 산업분야의 대표적인 필수 부품인 인쇄

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은 가전제

품, 자동차, 선박, IT 기기 등 매우 광범위한 분

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PCB의

생산은 전형적인 조립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과거에는 PCB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모델도 한정되어 있어 소수의 종류들을 대

량으로 생산하는 환경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PCB 생산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단일한 제품(혹은 소수의 품종)만을 생산하기 위

해 PCB에 장착하는 부품의 장착 속도가 빠른

전용 설비(special-purpose surface mounting

device)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수많은 종류의 PCB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PCB 제조업체들은 하루

에도 수차례 생산할 제품이 변경되는 다품종 소

량생산 체계에 맞는 생산 공정 및 설비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

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설비가 다기능 설비

(multi functional device)이다. 기존의 전용 설비

가 단순히 부품장착순서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

을 받은 반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에서는 잦

은 작업 대상의 교체로 인해 작업 준비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자금 여력이 미약한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특화된 전용

설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

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품장

착속도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이제 더

이상 PCB 제조업체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제품 교체 시간을 고려한

생산 계획 수립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도 많은 제조업체들은 과거의 소품종 대

량 생산체제에서의 작업방식을 고수하여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PCB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결과들은

새로운 생산 계획 방식의 도입을 통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가까운 생산성 향상을 보여

주고 있다[3, 6, 10, 15, 25, 26].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PCB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

을 차지하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의

새로운 생산일정계획 수립 방식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유형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동향 및 배경

1. 연구 동향
인쇄회로기판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부

품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이와

함께 PCB 생산 장비에 맞춰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연구도 다양한 방향으

로 진행되어 왔다.

PCB 조립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먼저 PCB 조립 순서 및 부품 배치

를 조정함으로써 전체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시

간을 단축하기 위한 발견적 기법들이 있다.

Crama, et. al.(1990)은 작업순서를 최적화함으로

써 전체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을 제

안하였다[5]. Gronalt and Zeller(2000)는 두 대의

연속적인 실장기를 이용하여 PCB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투입순서

를 결정하는 발견적 해법을 제시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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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조립 공정에서 다루어지는 또 다른 유형

의 최적화 문제로는 작업 준비시간(setup time)

을 단축하기 위해 PCB의 투입 순서를 결정하거

나 PCB를 그룹화 하는 것이다. 우선, Carmon,

et. al.(1989)은 PCB들 간의 유사성을 기초로 함

께 생산할 PCB 유형들을 정의함으로써 준비시

간을 단축하기 위한 발견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4]. Hashiba and Chang(1991)은 작업준비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그룹 테크놀로지(group

technology)를 활용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Maimon, el. al.(1993)과 Maimon and Shtub

1991), Shtub and Maimon(1992) 역시 단일 기계

를 이용한 PCB 조립공정에서 준비시간 단축을

위한 발견적 기법을 제시하였다[14, 15, 23].

Bhaskar and Narendran(1996)은 최대걸침나무

(maximum spanning tree) 기법을 적용하여 유

사한 PCB를 그룹화 함으로써 준비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3]. Daskin, et.

al.(1997)은 한정된 부품함 용량을 가진 설비에서

부품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한

PCB를 그룹화 하는 발견적 기법을 제시하였다

[6].

작업 준비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들은 최근에

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먼저 Yu, et.

al.(2005)은 단일 기계를 이용한 PCB 작업공정에

서의 PCB 그룹핑 문제를 정수계획(Integer

Programming) 모형으로 제시하고 최적해를 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5]. 또, Yu and

Lee(2006)는 여러 대의 설비를 이용한 조립공정

에서 작업 순서와 부품함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였다.[26]. Salonen,

et. al.(2006)은 부품함이 한정된 공정에서 그룹화

와 작업순서를 동시에 다루는 문제에 대한 발견

적 해법을 제시하였다[21]. Ashayeri, el.

al.(2011)은 여러 개의 헤드를 가진 실장기를 이

용한 PCB 조립공정에서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수리 모형을 제시하였다[1]. Sabouni and

Logendran(2013)은 단일 기계를 이용한 PCB 조

립공정 그룹화 문제의 일정계획 모형과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21].

2. 연구 배경
지금까지 PCB 조립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최근까지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

존의 연구 결과물들은 이론적인 연구 성과 이외

에도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됨으로써, 전자 산업

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

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특정 PCB

유형에 특화된 전용 설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옴으로써[2],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

품종 소량생산 환경에 적합한 범용 설비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의 PCB

생산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소수의 품종만을 생

산하기 위해 PCB에 장착하는 부품의 장착 속도

가 빠른 전용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반면,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맞는 생

산 공정 및 다기능 실장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PCB 조립 공정에서 많

은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환경에 맞는 PCB 조립 공정의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Ⅲ. 연구 내용

1. 문제 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생산 환경은 한 대의 설

비로 서로 다른 여러 PCB 유형을 생산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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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일반적으로, PCB 조립 공정의 경우, 보

통 여러 대의 설비가 직렬 라인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다기능 설비 한 대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 많다.

각각의 PCB 유형에 필요한 부품들은 부품함

에 담긴 형태로 설비상의 정해진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때 PCB 조립 설비의 부품함 용량은 제

약이 있다. 보통 한 종류의 PCB만을 생산 할 경

우, 주어진 PCB에 사용될 부품함들은 모두 설비

에 설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많은 종류의 PCB를 소량씩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PCB 유형이 바뀌었을 떄 두 개의 연속적

인 PCB 유형에 모두 필요한 부품함의 수가 설

비의 부품함 용량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앞선 PCB의 작업이 종료된

직후, 다음 PCB의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부

부품함들의 설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PCB를 설비에서 조

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떄,

주어진 여러 유형의 PCB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결국 부품함 교체를

위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이 때,

부품함 교체를 위한 총시간은 투입되는 PCB 유

형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잘 알려진 외

판원 문제(travelling salesman problem)와 동일

한 문제가 된다[11, 12, 20, 24].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방법으로는, 유사한

부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PCB들을 하나의 그룹

으로 지정하여 그룹별 부품함 설치를 통해 부품

함 교환 시간을 단축하거나[3, 6, 10, 25], PCB

유형들 간의 유사한 부품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이용하여 적용한 방법들이 있다[15, 23].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최적해를 보장하

는 방법은 아니다. 특히, Maimon and

Shtub(1991)나 Shtub and Mamon(1992)의 연구

에서는 연속된 두 종류의 PCB  와  간의 부

품함 교체 시간을 비용  로 가정하고  가지

의 PCB 종류 집합을 노드 집합

   으로 하는 외판원 문제로 모형

화하여 해법 절차를 개발하였다[14].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PCB 생산 공정에서

의 부품함 교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다음

과 같이 외판원 문제로 모형화 할 수 있다[11,

17].

먼저 다음과 같이 기호를 정의한다.

  : 노드들(PCB 유형들)의 집합

 : PCB 유형 의 생산 후, PCB 유형 를 생산

할 때, 부품함 교체 비용

(결정 변수): PCB 유형 의 생산 직후, PCB

유형 를 생산할 경우는 1, 아니면 0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수리적 모형으

로 나타낼 수 있다.



Minimize  
  




  



 (1)

subject to


  



   , for all ∈ (2)


  



   , for all ∈ (3)

     ≤ ,

for all ∈ (4)

∈,for all ∈
(5)

제약식 (2)와 (3)은 모든 노드가 정확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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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만 경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PCB들은 한 번에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제약식 (4)는 일부 노드들만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17].

모형  의 해법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해법 절차들이 알려져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모형에서 비용 는 PCB 유형 

를 생산한 후, PCB 유형 를 생산할 경우의 부

품함 교체비용으로, 전체 PCB 생산 순서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하다. 실제 PCB 생산 공정에서는

전체 PCB 투입 순서 혹은 어떤 부품함을 교체

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먼저 부품함 교체 방법에 따라 교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세 가지 PCB 유형과 일곱 가지 부품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각각의 PCB 유형 A, B, C가

필요로 하는 부품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PCB 유형별 필요 부품

부품
PCB 유형

A B C

a O O

b O O

c O O

d O

e O O

f O O

g O O

설비의 부품함 용량은 5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PCB 유형이 교체될 때마다 부

품함 교체가 필요하다.

최초 부품함을 설치하거나 중간에 신규로 설

치하는 비용은 1, 부품함을 교체하는 비용은 2

(제거+신규설치)라고 가정하고, 부품함의 투입

순서가 ‘A → B → C’ 인 경우에 대하여 투입

순서에 따라 그리고 교체되는 부품함에 따라 교

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가장 먼저 생산하는 PCB 유형 A의 부

품 종류는 네 가지(a, b, c, d)이므로 비용은 4이

다. 두 번째 생산하는 PCB 유형은 부품 B 이다.

이 경우, 유형 B에 필요한 부품 중 (e, f, g)는

신규설치가 필요하므로 추가 비용은 3이다. 또한,

유형 A에 사용된 부품들 중 (a, b, d) 중 두 개

는 제거되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

누어 살펴보자.

첫 번째 부품 (a, b)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설

비에 장착되는 부품은 (c, d, e, f, g)가 된다. 두

번째 경우, (b, d)를 제거하면 남아있는 부품들은

(a, c, e, f, g) 된다. 제거 비용은 두 경우 모두 2

이다. 두 가지 경우를 각각 case1, case2라 하고,

각 경우를 정리하면 각각 <표 2>, <표 3>과 같

다.

<표 2>와 <표 3> 모두 A 다음에 B를 생산

하는 경우의 비용은 9이다. 그러나 설비에 장착

된 부품들의 구성은 다르다. case1(<표 2>)의 경

우에는 (c, d, e, f, g)가 장착되어 있으며,

case2(<표 3>)의 경우에는 (a, c, e, f, g)가 장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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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ase1: 'A → B'까지의 변화((a, b) 제거)

부품

실장기의 부품 변화 및 비용

A A를 B로 교체
((a,b) 제거 및 (e,f,g)설치)

설치된
부품들 누적비용

설치된
부품들 누적 비용

a O

4

제거

앞단계까지의 비용: 4
현단계 제거 : 2
현단계 설치 : 3
-----------

누적 비용: 9

b O 제거

c O O

d O O

e O(신규)

f O(신규)

g O(신규)

<표 3> case2: 'A → B'까지의 변화((b, d) 제거)

부품

실장기의 부품 변화 및 비용

A A를 B로 교체
((b,d) 제거 및 (e,f,g)설치)

설치된
부품들 누적비용

설치된
부품들 비용

a O

4

O

앞단계까지의 비용: 4
현단계 제거 : 2
현단계 설치 : 3
-----------

누적 비용: 9

b O 제거

c O O

d O 제거

e O(신규)

f O(신규)

g O(신규)

현 시점까지의 비용은 같지만, 장착되어 있는

부품이 다르므로 다음 단계의 비용 구성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자.

다음 단계는 PCB 유형 C에 필요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case1의 경우에는 (c, d)를 제

거하고, (a, b)를 신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추

가되는 비용은 4이며, 최종 비용은 13이 된다

(<표 4>). case2의 경우에는 유형 B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a, c, e, f, g) 중 네 가지 부품

(a, e, f, g)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

의 부품만 교체해도 되며 추가되는 비용은 case1

보다 적은 2이며, 최종비용은 11이 된다(<표

5>).

case1, case2 모두 PCB 투입 순서는 ‘A → B

→ C’이다. 그러나 부품 교체 방식에 따라 최종

비용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는 전체 작업 순서중 PCB 와 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표 1>의 예를

살펴보자. 여기서 두 가지 생산 순서 ‘C → B →

A’(case 3)와 ‘B → A → C’(case 4)를 비교해

보자. 두 가지 모두 유형 B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형 A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

에서 B를 A로 교체하는 경우 부품함 교체비용

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case3의 경우, 최초 설비에는 유형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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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a, b, e, f, g)가 놓여진다. C 다음에 B가

생산되고 B의 부품은 (c, e, f, g)이므로 1개의

부품교체가 필요하다. 다음에 A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부품 (b, d)를 신규 설치해야하고, (e, f,

g)중 두 개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는 부품 (e,

f)를 제거했다고 하자. 이 때, 는 4가 된다

(<표 6>).

<표 4> case1의 최종비용

부
품

실장기의 부품 변화 및 비용

B
B를 C로 교체

((c,d) 제거 및 (a,b)설치)

설치된
부품들

누적비
용

설치된
부품들

누적 비용

a

9

O(신규)

앞단계까지의 비용: 9
현단계 제거 : 2
현단계 설치 : 2
-----------
최종 비용 : 13

b O(신규)

c O 제거

d O 제거

e O O

f O O

g O O

<표 5> case2의 최종비용

부
품

실장기의 부품 변화 및 비용

B B를 C로 교체
((c,d) 제거 및 (a,b)설치)

설치된 부품들 누적비용
설치된
부품들 누적 비용

a O

9

O

앞단계까지의 비용: 9
현단계 제거 : 1
현단계 설치 : 1
-----------

최종 비용: 11

b O(신규)

c O 제거

d

e O O

f O O

g O O

<표 6> case3의 교체비용

부품 C C → B B → A

a O O O

b O 제거 O(신규)

c O(신규) O

d O(신규)

e O O 제거

f O O 제거

g O O O

교체비용
5

(최초 설치) 2 4



74 경영과 정보연구 제34권 제2호

<표 7> case4의 교체비용

부품 B B → A A → C

a O(신규) O

b O(신규) O

c O O 제거

d O(신규) 제거

e O 제거 O(신규)

f O 제거 O(신규)

g O O O

교체비용 4
(최초 설치)

5 4

다음, case4의 경우 비용을 살펴보자(<표 7>).

최초 설비에는 유형 B의 부품 (c, e, f, g)가 놓

여진다. B 다음에 A가 생산되고 A의 부품은 (a,

b, c, d)이므로 (a, b, d)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며,

(e, f, g)중 최소 2개는 제거되어야 한다. 여기서

는 (e, f)를 제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

→A' 교체 비용 는 5가 되며, 이는 case3의

경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2. 해법 절차

앞의 예를 통해 문제의 구조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비용구

조가 상당히 복잡한 외판원 문제의 특수한 형태

를 띠고 있어 최적해를 구하기 쉽지 않은 문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발견적 기법을 제시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임의의 해(개체)로부터 출발

하여 목적 함수 값의 적합도 값을 판정하면서,

세대(generation)를 변화시켜 감에 따라 더 나은

해를 탐색해 나가는 기법이다. 일반적인 발견적

기법은 문제의 유형에 따른 고유한 해법을 일일

이 개발해야 하지만 유전 알고리즘은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절차를 제공

할 수 있다.

부품 교체시간 최소화를 위한 PCB 투입순서

결정 문제 해법을 위한 유전알고리즘 절차는 다

음과 같다.

단계 1: 각 세대의 크기(population_size)와 수행

횟수(iteration_number)를 정한다.

단계 2: population_size 개의 초기 개체를 생성

한다.

단계 3: 생성된 각 개체에 대하여 적합도 값

(fitness value)를 계산한다.

단계 4: 교차 연산을 통해 cross_size 개의 새로

운 개체를 생성한다.

단계 5: 돌연변이 연산을 통해 mutation_size 개

의 새로운 개체를 생성한다.

단계 6: 기존 개체(population_size), 교차 연산을

통해 생성된 개체(cross_size), 돌연변

이 연산을 통해 생성된 개체

(mutation_size) 각각의 적합도 값을

평가하고, 적합도 값에 비례하여 다음

세대를 구성할 population_size 개의

새로운 개체들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다.

단계 7: 가장 좋은 적합도 값을 갖는 개체를 현

재의 최적해로 한다.

단계 8: 이 과정(단계 4 ~ 단계 7)이 총 수행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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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iteration_number)에 이르면 멈추고

현재의 최적해가 최종 최적해가 된다.

아니면 단계 4로 돌아간다.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2의 초기해 구성은 가지 PCB 유형이

순서에 한 번씩만 포함되도록 임의로 구성하되,

population_size 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개체의

순서가 같은 것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단계 3의 적합도 값의 계산은 case1 부터 case4

의 예에서와 같이 각각의 투입 순서에 따라 초

기비용과 교체(신규 설치 및 제거) 비용을 계산

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단계 4의 교차 연산은 일반적인 partial

matched crossover(PMX) 방법을 이용한다[7].

PMX 방법은 두 개의 부모개체에 대하여 임의의

두 개의 절단 점을 중심으로 두 개체내의 위치

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TSP와 같은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에 많이 이용되어 그 성과

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5의 돌연변이 연산은 임

의의 개체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작업 투입순서에 따라 작업 준비비

용이 달라지는 조립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준

비 시간 최적화 문제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비용구조를 분석하고, 해를 구하기 위한 유전 알

고리즘 기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다

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NP-hard

에 속하는 문제이고, 최적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

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SP 유형의 문제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메타

휴리스틱 기법의 해법 절차를 제시하였다. 메타

휴리스틱이 최적해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상황에 가까운 비용구조를 반영함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의 실제 현장에서 생산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

는 경우에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

수계획법 등 최적해를 얻기 위한 기법의 성과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

적해를 얻는데 생산현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

간보다 오래 걸린다면 이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최적해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

문적 성과와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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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eduling of Production Process with Setup Cost depending Job Sequence†

Yu, Sungyeol
*

In this paper, we consider a scheduling problem of printed circuit board production process with

setup cost depending job sequence. Given a set of PCBs, these are produced in single surface

mounting device. The problem is to define job sequence with the objective of minimizing the total

seutp cost. We propose a mathematical formulation and the problem is proven to be NP-hard. So,

a meta heuristic based on genetic algorithm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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