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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정계획은 오프라인(offline) 일정계획과 온라인(online) 일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본 논문은 온

라인 상황에서 병렬설비의 주기적 일정계획 수립문제를 다룬다. 도착시간(ready time)이 다른 여러 작업들에 

대해 makespan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일정계획 알고리즘 개발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각 설비에서의 작업

처리 순서는 ERD(Earliest Ready Date) 규칙에 따른 순서가 최적임을 밝혔다. 각 설비 별 배정 작업도 결정

해야하는 병렬설비 문제를 위해서는 혼합정수계획모형(MIP)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알고

리즘의 유용성과 성능분석을 위해 수치 예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일정계획과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오프

라인 일정계획에 비해 매우 빠른 시간에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였고, 주기시간의 감소를 통한 

makespan의 단축 가능성을 보였다. 본 논문의 주기적 일정계획 방법은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이 매우 작으므

로, 설비 및 작업의 수가 많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서 스마트공장이나 블록체인 플랫폼

에서의 작업일정 수행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주기적 일정계획, Makespan, ERD, 혼합정수계획모형, 온라인, 블록체인

Abstract Scheduling problems can be classified into offline and online ones. This paper 

considers an online scheduling problem to minimize makespan on the identical parallel 

machines. For dynamically arrived jobs with their ready times, we show that the sequencing 

order according to the ERD (Earliest Ready Date) rule is optimal to minimize makespan. This 

paper suggests an algorithm by using the MIP(Mixed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periodically to find a good periodic schedule and evaluates the required computational time 

and resulted makespan of the algorithm. The comparition with an offline scheduling shows our 

algorithm makes the schedule very fast and the makespan can be reduced as the period time 

reduction, so we can conclude that our algorithm is useful for scheduling the jobs under onlin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number of jobs and machines is large. We expect that the 

algorithm is invaluable one to find good schedules for the smart factory and online scheduler 

using the blockchai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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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 수요의 다변화 및 개인화생산(mass 

personalization)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

정계획 수립방법 개발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각각 도달시간(ready time)을 가진 여러 

작업들에 대해, 동일한 성능의 병렬(parallel)설비

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기적(periodic) 일정

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한다. 주기적 일정계획은 온라

인(online) 작업 환경이나 블록체인(blockchain) 

플랫폼에서 작업일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계획 

방안이다.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일정계획은 일정계획 수립 시점에 처리할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온라인 

일정계획과 오프라인(offline) 일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일정계획은 일정계획 시점에 일정계획 수립 

대상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의 

일정계획으로, 작업정보는 작업들의 처리가 요청된 이

후에 확정된다. 이들 작업들을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일정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계획 대상 작업에 대한 정

보 정확도가 높은 시점에 다시 일정계획을 수립

(re-scheduling)하는 재일정계획 수립 방법을 이용한

다. [1, 2]. 그러나 재일정계획 방식의 온라인 일정계획

은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므로, 

일정계획 효율감소와 하나의 작업에 대한 일정계획을 

여러 번 수립함에 따른 계획수립 시간증가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정보의 불확실성 문제와 

재일정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는 주기적 일정계획(cycle 

scheduling)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기적 일정계획은 시간에 따라 도착(작업처리 요청)

하는 작업들을 일정 시간(주기시간)마다 모아서, 작업

정보를 알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만 일정 계획을 수립

한다. 각 주기시간에는 동일한 작업들이 순환(cycle)적

으로 처리되거나 서로 다른 작업들이 주기적(periodic)

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각 주기시간에 서로 다른 작업들

을 처리하는 주기적(periodic) 일정계획 문제는 개인화

생산 체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기

시간 별 일정을 각각 수립해야 하므로, 순환적인 일정

계획에 비해 계산복잡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 일정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계산시간의 

과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계산시간의 과대 문제는 다중설비를 이용하여 완화

할 수 있다. 병렬구조의 다중설비에서는 전체 작업에 

대한 일정 계획을 중앙의 하나의 일정계획 수립자

(scheduler) 대신 여러 곳에서 나눠서 일정계획을 수립

해도 된다. 이와 같은 분산일정 계획은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4]. 그러나 클라우

드 컴퓨팅에서의 병렬 구조 설비(자원)에 대한 일정수

립 연구에서도 온라인 환경을 위해서는 주기적 일정계

획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상태이다. 

온라인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들에 대해 다중설

비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블록

체인(blockchain)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주기적으로 생성한 블록들을 관련자 모두

가 체인형태로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하나의 블록은 

여러 개의 거래(처리) 내역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블록은 비트코인(bitcoin) 경우는 10분, 이더리움

(Ethereum) 경우는 약 14초마다 하나씩 생성하고, 이

미 생성된 블록은 관련자 모두에게 공개되고 체인화되

므로, 생성된 블록 내용을 수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생

성된 블록 간 순서는 해쉬코드를 이용하여 유지되므로 

모든 거래(처리) 순서도 수정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공유를 통한 투명성, 분산처

리, 다수결 기반의 블록생성을 통한 무결성 등의 장점

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물류(공급망 

관리)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다 [5]. 블록체인 기술의 적

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급망 관리 외

의 생산계획 및 통제를 위해 적용한 사례는 찾기가 어

렵다. 생산 계획 및 통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주기적 블록 생성, 생성된 블

록의 수정 불가능, 구성원들의 분산화된 블록 생성 구

조를 갖는 작업 일정계획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

1.2 선행연구

온라인 환경에서는 작업 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

결하고, 하나의 작업에 대한 여러 번의 일정계획을 수

립에 따른 일정변경과 계획수립 시간 (준비시간)의 증

가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주기적 일정계획(cycle scheduling)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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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전체 작업을 일정크기의 묶음(batch)단위로 

반복 생산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배치를 생산하는데 필

요한 최대시간을 주기시간(cycle time)으로 관리하고, 

주기시간 내에 생산 가능한 작업 조합 중에서 목적에 

적합한 조합을 찾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6]. 주기

적 일정계획은 작업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일정계획 수립에 따른 작업 별 일정변경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

기적 일정계획에서는 하나의 배치 생산시간인 주기시

간 별 작업일정이 동일하다는 제약이 있다. 논문 [7]이 

다룬 유지보수를 고려한 단일(single)설비 일정계획은 

각 주기별 구성 작업이 다른 일정을 수립하지만, 작업 

가능량은 주기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각 주기별 서로 

다른 작업을 처리하고, 주기 별 작업시간 제약이 완화

된 다중(병렬)설비 일정수립을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일정계획은 최적화 대상인 척도에 따라서 최적 일정

계획의 특성 변화가 매우 크다. 예로, 단일설비에서의 

makespan 최소화를 위한 일정계획은 용이하게 수립

할 수 있지만, 병렬 구조의 다중설비에서는 모든 작업

이 시점 0 에 모두 도달해 있는 (도달시간이 모두 0인) 

작업들에 대해서도 NP-complete 임이 알려져 있다 

[8]. 따라서 이를 위한 해법으로 발견적 해법(heuristic 

algorithm)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데, 논문 [9]는 모든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황(오프라

인)에서 이용가능한 발견적 해법을 제시하였지만, 주기

적 일정계획(cycle/ periodic scheduling)을 다룬 연

구는 찾기 어렵다.   

다중설비를 이용하는 분산일정 계획은 클라우드 컴

퓨팅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일정계획 척도로는 

makesapn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특히 클라

우드를 구성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일정

계획의 성능이 전체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4].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병렬 구조 설

비(자원)에 대한 일정수립 연구에서도 주기적 일정계획

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상태이다. 분산처리는 블록체인

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논문 [10]과 [11]이 

IoT(Internet Of Things)의 보안 취약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

고, 논문 [12]는 제조 공급망에서의 제조 로트의 정보와 

흐름 및 거래 이력 추적을 위해 공공(public) 블록체인

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논문 [13]은 스마트

공장의 IoT 등의 자원접속 권한 제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급망 

관리 외의 생산계획 및 통제를 위해 적용한 사례는 찾

기가 어렵다. 생산 계획 및 통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주기적 블록 생성, 생성

된 블록의 수정 불가능, 구성원들의 분산화된 블록 생

성 구조를 갖는 작업 일정계획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렬설비에서의 주기적 일정계획을 수립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의 도

착시간에 작업처리 요청된 여러 작업들을 일정한 주기

시간마다 모아서 makespan 최소화를 위한 작업일정

을 수립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기존의 주기적 일정계획의 제약인 주기 별 동일한 

작업일정 및 처리될 수 있는 총 작업시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각 주기별 구성 작업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하나의 주기 내에서 처

리되는 총 작업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일정계획을 수

립한다. 이러한 주기적 일정계획 수립 알고리즘은 기존

의 병렬설비에서의 makespan 최소화 연구에서는 찾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일정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며, 이전 주기에서 수립한 일정 계획

은 수정이 불가한 상황을 다룬다. 기존의 온라인 일정

계획은 한번 수립한 일정계획에 대해 현 상태의 정보를 

반영하도록 재계획을 수립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번 

수립한 일정계획은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주기적인 일정계획 

수립, 수립된 일정의 수정 불가성, 병렬설비에서 분산적

으로 일정계획 수립하는 특징은 온라인 작업환경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작업일정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다루는 문제를 자세히 기술한다. 제 3장에는 일

정계획 수립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제시한 알고

리즘의 성능분석에 따른 알고리즘 활용 방안을 제안한

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 논문의 의의와 시사점 및 추

후 연구 과제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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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일정계획 모델

주기적 일정계획을 위한 주기시간을 T라고 할 때, 

주기시간 T 동안에 도착한 n개의 작업을 M개의 동일

한 병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모든 

설비는 고장이 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 

가능하며, 한번 처리를 시작한 작업은 그 작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 다른 작업을 못한다고 가정한다. 각 작업 

j는 의 시점에 도착하고, 의 처리시간을 필요로 한

다. 각 설비 i에서의 작업처리 시작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을 기호 로 표시하기로 하고, 일정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결정 변수로, 를 설비 i에서 k

번째로 처리되는 작업의 완료시간(completion time)

이라고 하자. 그리고 를 설비 i에서 작업 j가 k번

째로 처리 될 때에만 1의 값을 가지는 0-1 정수 변수라

고 하자, i=1,2,...,M; j=1,2,..., n; k=1,2,...n. 전체 작업 

일정계획의 makespan을 m ax라고 할 때, 현재 주기

의 T 시간동안에 작업 처리 요구된 작업들의 

makespan을 최소화하는 작업 일정계획을 찾는 본 논

문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선형 0-1 혼합정수계획(MIP)

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Min m ax                                 (1)

  s.t. m ax ≥  , i=1,2,...,M; k=1,2,..., n (2)

       ≥ 
  



 + 
  



 ,

               i=1,2,...,M; k=1,2,..., n       (3)

       ≥    + 
  



 ,

                i=1,2,...,M; k=1,..., n       (4)

      
  



   ≤ 
  



     ,

                i=1,2,...,M; k=2,..., n       (5)

       
  



 ≤ 1, i=1,2,...,M;k=1,2,..., n (6)

       
  




  



  = 1, j=1,2,..., n         (7)

        = 0 또는 1,  

           i=1,2,...,M; j=1,..., n; k=1,..., n   (8)

  위의 MIP 모형의 제약식의 총수는 5nM + n 개

이고, 결정변수의 개수는  개의 0-1변수와 

nM+1개의 실수 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최적해를 위

한 계산시간에 작업 개수 n의 영향이 큰 모형이다.

3. 주기적 일정계획 수립 알고리즘

최적 일정계획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설비가 

하나인 경우의 분석을 하였다. 설비가 1개인 단일 설비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ERD(Earliest Ready Date) 

규칙의 일정 수립을 통해 최적의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질 1. 단일설비의 경우, ERD 규칙에 따라 작업 순

서를 결정하면, makespan이 최소화된다.

ERD 규칙은 도착시간이 빠를수록 빨리 작업처리를 

시작하는 규칙을 말한다. 즉, 주어진 n개의 작업에 대

해  ≤  ≤⋯≤  의 관계가 만족되도록 작업처

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ERD 규칙에 따른 작업 순서

이다. 이러한 작업 순서의 최적성 (성질 1)은 인접한 두 

작업의 작업 순서 변경에 따른 작업 완료 시간의 증감

을 이용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증명은 

생략한다.

각 설비 별 수행할 작업들 배정이 주어진 경우에는, 

성질 1에 의해 각 설비에 배정된 작업들의 순서는 ERD

가 최적이다. 그러나 병렬설비 일정계획 문제는 설비 

별 작업 배정문제 해결도 필요하므로, 모든 작업의 도

착시간이 0이라 해도 NP-complete이고, 처리할 작업

의 수와 병렬설비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최적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급격하게 증가한다[8].   

3.1 일정계획 수립 알고리즘 

성질 1을 이용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n개의 작업

을 ERD 규칙에 따라 재배열하였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온라인 일정계획 환경에서는 자연스런 것이다. 일정계

획 알고리즘을 구성하기위해 주기 p의 주기시간을 

로 정의하자, p=1,2,...,P.   

  

단계 0: p=1라 하고, =0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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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동안 도착한 작업들에 대

해, 식 (1)~(8)의 MIP 문제를 풀어서 각 설비 별 

makespan을 구한다.  

단계 2: MIP 모형에서 식 (4)의  값을 단계 1의 

makespan 값과 
  

  

 중 큰 값으로 두고, p=p+1로 

하여 더 이상 처리할 작업이 없을 때까지 단계 1을 반

복한다:  = Max{단계 1의 설비 i의 makespan, 


  

  

 }.  

단계 1은 전체 작업에 대한 일정수립 문제를 여러 

연속된 주기별 문제로 나눠서 해결한다. 각 주기별 문

제 간 연계는 단계 2와 같이 주기시간과 식 (4)의 

를 이용하는데, 를 직전 주기시간 문제의 

makespan 결과 값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Fig. 1. LINGO for the MIP formulation  

   

3.2 알고리즘 사용 예  

3.1장의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n=16, 

M=3인 수치 예를 사용하였다. 임의의 수치 예를 위해 

난수(random number)를 이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

어를 C++로 개발하였는데, 이를 위한 난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도착시간이 범위 0~20을 가지는 일양분포

(uniform distribution) U[0, 20]을 갖고, 처리 시간은 

범위 1~10의 일양분포 U[1, 10]을 갖는 16개의 작업

을 가지는 문제 하나를 Table 1과 같이 임의 생성하였

다. 이에 대해 단계 1의 MIP 문제풀이가 필요하고, 식 

(1)~(8)의 MIP 문제를 위해 Fig. 1의  LINGO 모형을 

개발하여 Intel(R) Core(TM) i7-6700 CPU @ 

3.40GHz, Windows 7 PC에서 수행하였다[14].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주기시간 에 

대해, 
  

  

   ≤ 
  



 관계의 도착시간을 가

지는 작업들을 대상으로 주기 별로 일정계획을 수립한

다. 주기시간 가 주기 p별로 달라도 적용 상에 문제

가 없지만, 편의를 위해 주기에 관계없이 주기시간이 

모두 T=5인 경우를 고려한다. 먼저 (0, 5] 기간에 도착

한 Table 1의 처음 6개의 작업에 대해 시점 5에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작업 1~6에 대한 makespan 최소화

를 위한 일정을 식 (1)~(8)의 MIP 문제를 풀어서 Fig. 

2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립하는데, 0~T 동안의 초

기유휴시간(initial idle time)이 발생하고 이때의 

makespan은 설비 1 및 설비 2에서의 작업완료 시점

인 14로, 다음 주기 시작 시점인 2T=10을 초과한다. 

다음 주기 일정계획 수립 시점인 10에는 (5, 10]기간에 

도착한 ( ,  ) = (6,3)과 ( ,  )= (9,2)의 두 작업 7

과 작업 8에 대해, 설비 별 작업 처리 시작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을 각각  = max {2T, 14} = 14,  = 

max {2T, 14} = 14,  = max {2T, 11} = 11로 설

정하여 MIP 문제를 풀면, Fig. 2(b)와 같은 일정계획을 

얻을 수 있다. 설비 별 작업처리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

을  = 14,  = 14,  = 11로 설정함으로써 

과거 주기에서 수립한 일정계획은 수정하지 않는다. 유

사하게, 시점 3T= 15에 (10, 15] 동안 도착한 Table 

1의 ( ,  ) = (13,4)와 ( ,  )= (15,1)의 두 작업 

9와 10에 대해  = max{3T, 14} = 15,  = 

max{3T, 14} = 15,  = max{3T, 16} = 16로 설정

하여 makespan 최소화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면, 

Fig. 2(c)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 9는 

도착시간이 13이지만 일정 수립시점이 3T=15이므로, 

 = 15가 되어 1만큼의 중간유휴시간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4T=20 시점에 (15, 20] 동안 도착한 작업 

11~16에 대해,  =  =  = 20로 하여 MIP 

문제를 풀면, Fig. 2(d)와 같은 일정이 생성된다. 따라

서 Table 1의 도착시간이 다른 16개의 작업에 대해 일

정계획 수립 주기를 T=5로 하는 경우, Fig. 2(d)와 같

은 makaspan이 31인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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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erical Example for Parallel Machines

( ,  ) of jobs

jobs arrived in (0,5] (1,1), (1,1), (2,5), (3,8), (5,4), (5,5)

jobs arrived in (5,10] (6,3), (9,2)

jobs arrived in (10,15] (13,4), (15,1)

jobs arrived in (15,20] (16,4), (17,5), (17,8) (17,7), (19,6), (20,3)

(a)

(b)

(c) 

(d)

Fig. 2. Optimal Schedule under T=5

Fig. 3. Optimal Offlin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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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고리즘 활용 방안

3.3.1 알고리즘 성능분석  

기존의 온라인 주기적 일정계획 알고리즘은 주기별 

작업 일정이 동일하고 주기 내 작업처리 가능량이 제한

이 있어서 본 논문의 알고리즘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제 3.1장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 일정계획 수립 방법과 비교 하였다. 

오프라인 일정계획은 작업에 대한 정보를 시점 0에 모

두 알고 있는 경우의 일정계획이므로, 주기적 일정계획

에서 주기시간이 0, T=0, 인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Table 1의 문제에 대한 최적 오프라인 일정계획은 

Fig. 3과 같이 makespan=28 인 일정이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시간 41분 

3초 (6,063초)의 계산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수립한 

일정계획은 1시간 41분 3초 (준비시간) 이후에나 사용 

가능한 일정계획이다.  

주기적 일정계획은 Fig. 2(a)와 같이 T 만큼의 초기

유휴기간이 발생하고, 주기 p에서 작업처리 가능한 시

점이 단계 2와 같이 max{주기 p-1에서의 

makespan, p*T}로 결정되므로, Fig. 2(c)와 (d)에서 

보듯이 중간유휴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휴시

간이 makespan을 길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유휴시

간 감소를 위해 짧은 주기 시간 설정을 고려할 수 있

다. Table 2는 Table 1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오프라

인 일정계획과 T 값에 따른 본 논문의 주기적 일정계

획의 계산시간과 makespan 값을 보여 준다. T=5일 

때의 계산시간은 Table 1의 첫 번째 주기인 0~5 기간

에 도착한 6개의 작업에 대해서만 1초(sec.)가 소요되

었고, 나머지 주기에서는 LINGO로는 계산시간 측정

이 안 되어서 전체 계산에 1초의 시간이 걸렸다. 반면

에 오프라인 일정계획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긴 

6,063초가 소요되었다. T가 작아지면 일정계획 수립 

빈도가 증가하므로 한 번에 다룬 작업의 수가 감소하

면서 makespan 값이 단축될 수 있는데, T=1, 3인 경

우에는 계산시간 측정이 안 되었고, T=1일 때 

makespan 값이 30으로 감소되었다.

Table 2. Evaluation the Algorithms 

offline

scheduling

Ours

T=1 T=3 T=5

computation  

time (sec.)
6,063 0 0 1

makespan 28 30 31 31

알고리즘 사용 방법 설명을 위해 제 3.2장에서 난수

를 이용하여 임의로 발생한 하나의 수치 예를 이용하였

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도착시간 및 작업시

간의 수치 값(instance)에 관계없이 NP-complete 임

이 증명된 문제이므로, 다른 수치 예에 대해서도 계산

시간과 makepan 성능이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일정계획 수립 방

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환경에서의 재일정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 처리할 일부

의 작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일정계획은 수정 없이 실행하여 온라인 환경에

서의 일정변경과 계획수립 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 둘

째로, 전체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

하는 방법이므로, NP-complete 문제의 계산시간 과

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할 작업이나 설

비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

로, 주기시간의 감소는 makespan 의 개선을 유도하지

만, 이로 인한 전체 계산시간 증가는 크지 않은 기법이

다. 따라서 작업의 도착시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기

시간을 설정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3.2 블록체인 연관성 검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작업일정 계획 알고리즘을 

Table 3과 같이 블록체인의 주기적 블록 생성, 생성된 

블록의 수정 불가능, 구성원들의 분산화된 블록 생성 

개념과 비교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to Blockchain

Blockchain Ours

transactions jobs

block sub-schedule

block time period time

blockchain schedule

decentralized computers parallel machines

블록체인은 PTP(Peer-To-Peer) 구조의 분산 컴퓨

팅 환경에서 참여자간 거래(transaction) 요청들에 대

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해당 거래의 이상 유무 확인을 

하여 공유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거래의 확인은 채굴시

간을 포함한 블록시간(block time) 동안 확인 요청한 

거래들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전자화폐의 경우, 이들 거

래를 확인하여 하나의 블록(block)으로 생성한 후, 체

인화(blockchain) 하는 참여자가 블록생성의 보상으로 

수수료나 전자화폐를 받는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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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간(채굴시간) 동안 처리를 요청한 작업들을 대상으

로 일정계획(블록)을 수립한다. 여기서, 일정계획 수립

을 위해 병렬설비(분산제어 시스템)가 각자 작업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중 하나의 일정계획을 선택

하여 이를 일정계획(sub-schedule)로 확정한다. 현재 

주기 작업들을 위해 확정된 일정계획(sub-schedule)

은 직전 주기까지 수립한 일정계획(schedule)에 Fig. 2

와 같이 덧 붙여서, 현재 주기까지의 일정계획을 수립

(블록체인 생성)하고, 이를 다른 설비와 공유하여 임의

의 일정수정을 방지한다. 이러한 정보공유는 작업처리

를 위한 모든 설비가 자신의 설비 외의 다른 설비에서

의 작업 진행 상태 및 작업 부하정도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을 위한 기반으로 활

용하는 경우, 온라인 환경에서 관리비용 감소와 빠른 

일정수립을 할 수 있다. 더구나,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 기능을 도입하여 제조 일정수립에 

이용하면, 수립한 일정에 따라 작업 처리한 제품에 대

한 대금 지연지급이나 대금 지급조건 변경과 같은 국내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각각 도착시간에 따라 작업처리를 요청하

는 다수의 작업들을 병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

우, makespan을 최소화하는 주기적 작업 일정 수립 

문제를 다루었다. 

각 설비 별로 배정된 작업은 ERD 규칙의 작업 순서

가 최적임을 밝혔다. MIP 모형을 이용하여 주기 별 

makespan 최소화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주기적 일정계획을 이용하여 전체 일정계획을 수립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

즘은 재일정계획 수립이 필요 없으므로, 온라인 환경에

서의 일정변경을 안하고 계획수립 시간도 감소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전체 문제를 여러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하므로, NP-complete 문제

의 계산시간 과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도착시간 및 작업시

간을 미리 알 수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

고, 블록체인 기술을 생산계획 및 통제에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일정계획은 작업의 

특성, 설비의 구성 형태 및 척도에 따라 최적해의 특성 

변화가 큰데, 이는 본 연구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의 계

산시간 과대의 한계와 작업정보를 작업주문을 받기 전

에 미리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따른 기존의 오프라인 알

고리즘 적용 상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수요

의 다변화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작업 특성과 다양한 

생산방식에 맞춘 적절한 알고리즘 개발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 활용을 통해 분산 일정계

획 수립 및 설비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스마트공장에서

의 온라인 작업일정 수행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관

리비용 감소와 계획수립시간 감소, 그리고 스마트계약

의 이점을 기대한다. 

주기적 일정계획 방안은 주기시간 만큼의 초기유휴

시간이 존재하는 일정계획이 수립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시간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재일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더구나 짧은 주기시간 

설정을 통해 makespan 개선을 할 수 있다. 제시한 알

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계산시간 및 

makespan 측면에서 성능을 비교분석하였지만, 하나

의 예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적 오프라인 일정계획과의 평균성능 분석 등 추가적

인 성능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프라인 알고리

즘과의 성능 분석은 계산시간 과대 문제 때문에 작업 

및 설비 수가 작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

고리즘과 같은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 알고리

즘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흐름생산 공정 

(flow-shop)이 포함된 환경에서의 일정계획 방안이나 

makespan 외의 다른 척도를 위한 일정계획 수립 알고

리즘 개발도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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