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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및 색순에 따른 그라비아 인쇄 공정의 작업 순서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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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measure the similarity of assigned jobs in the gravure printing operation based on the chromaticity 
and color sequence, and order the jobs accordingly. The proposed dispatching rule can be used to fulfill diverse manufacturing 
site requirements because the parameters can be adjusted to prioritize chromaticity and color sequence. In general, dispatching 
rules either ignore the job-changing time or require that the time be clearly defined. However, in the gravure printing operation 
targeted in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general dispatching rule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quantifying the job-changing 
time.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 for generalizing assignment rules of the job planner, allocating relative similarity among 
assigned jobs, and determining the sequence of jobs accordingly. Chromaticity priority is determined by the arrangement of the 
color assignments in the printing operation; color sequence priority is determined by the addition, deletion, or change in a specific 
color sequence. Finally, the job similarity is determined by the dot product of the chromaticity and color sequence priorities.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dispatching rule at an actual manufacturing site showed the planner present the same job order 
as that obtained using the proposed rule. Therefore, this rule is expected to be useful in industrial sites where clear quantification 
of the job-changing time is no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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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생산현장에서 작업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제품을
납기 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자재, 설비 가용성, 작업자
등의 자원 제약이 감안된 실제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일반적으로 작업 계획
은 생산효율이나 제조원가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예측 가
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작업 변경 시간을 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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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 순서를 결정
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작업 계획 혹은
생산계획은 흔히 계획 대상 기간에 따라 Planning, Sche-
duling 및 Dispatching 등으로 구분된다. 대개 Planning이
나 Scheduling은 비교적 장기간의 작업 계획을 목표로 수
립되어, 다양한 제약조건을 사전에 감안하고 최종 작업
의 완료시간(Makespan) 등의 목적 함수에 대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가급적 모든 제약
조건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하지
만, 일반적으로 주문생산 기반의 생산계획(JSP; Job Shop 
Scheduling) 문제는 NP 완전 문제로, 최적해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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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 기법을 활용한 근사해에 따라 생산 계획을 수
립하는 방법이나 개략적 제약조건을 기반으로 장기계획
을 수립하고 현장 작업 순서는 Dispatching 등으로 결정
하는 방법 등이 흔히 사용된다. 이와 같이 Dispatching은
비교적 짧은 미래의 작업 계획 수립을 목표로 활용되어, 
현장의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단기적인 최적화 계획을 위
하여 활용된다. Dispatching에 따른 계획 수립은 실제 현
장에서 적용하기 편하며 납득할 만한 성능을 보여 지속
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다양한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100여 개가 넘는 방법들이 보고되었다[18].
그러나 지금까지 다양한 작업 계획 수립 방법들이 제

시되고 있음에도 인쇄 작업 공정에 적합한 방법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개의 Dispatching 방법들은 주
로 Job Shop 기반의 생산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
는데, Job Shop 환경에서 총처리 시간을 최소로 하는 문
제[3]나 총지연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제[14] 등이 그것
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Job Shop 공정이 단위 공정의 연
속으로 구성되어, 작업에 필요한 시간 측정이 용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는 달리 실제 인쇄 공정은 다양한 색상이 활용되고 색상
의 변화에 따라 작업 준비 시간의 차이가 큰데 반해, 활
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실제로 인쇄 작업 공정의 색상 변경은 주문 색상
(별색 인쇄) 등을 활용할 경우 인쇄 가능한 색상의 숫자
는 매우 많아지고, 같은 색상 간의 변경이라도 순서에
따라 준비 시간이 다르며(A에서 B색상으로의 변경 시
간과 B색상에서 A색상으로의 변경 시간이 다름), 경우
에 따라 기본 색상을 활용하여 별색을 대체하는 경우
등의 요인으로 사전에 작업 변경 시간을 모두 계량화하
여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색상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작업 계
획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작업 순서를 조정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작업 준비
시간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그라비아 인쇄 공정의 작
업 순서 결정을 위하여, 생산계획 담당자의 작업 방식을 
색도 배치 선호도와 색상 배치 선호도로 정리하고, 이
를 결합한 유사도에 따라 진행 중인 작업과 가장 유사
한 작업을 다음 작업으로 선정하는 방법의 Dispatching 
규칙을 제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색도 배치 선호도
나 색상 배치 선호도는 사용자가 모수를 변경함으로써, 
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규
칙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여, 제안된 규칙이 적절히 활
용됨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제 2장에서 우선순위 나열 규칙(Priority dis-

patching rule) 중심의 작업 계획 수립 방법에 관련된 기
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현재 계획 수립 담당

자의 작업 순서 결정 원칙 및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제시한
원칙의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제 5장에서 제시한 방
법에 따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쇄 공정의 작업 순
서 결정 사례를 제시하며, 마지막 제 6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2. 유관 연구

작업계획 수립은 생산 자원의 할당을 결정하는 문제
로 Johnson의 문제 제기[12]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2대 이상의 기계에 대하여 NP 완전 문제임
이 밝혀졌다[9]. 그러나 주문 기반 생산에서의 작업계획
수립은 생산성과 원가절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이므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
에 따라 주문 기반 작업 계획 수립 방법 또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6-7, 10, 13, 
15, 25]에서 주문 기반의 작업 계획 수립 방법을 생산
요구의 출처(Sources of production demand)에 따라 Open 
loop shop과 Closed loop shop으로, 설비나 공구의 숫자
(Number of machine tool)에 따라 Single machine shop과
Multi-machine shop으로, 성과 지표(Performance Index)에
따라 Based on cost와 Based on other performances로, 생산 
환경의 특성(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environment)에
따라 Determinative와 Stochastic으로, 공정의 생산 특성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에 따라 Dyna-
mic과 Static으로, 대상 공장(Plant involved)에 따라 Single 
plant와 Multi- plant로, 자원 제약(Resource constraints) 등
에 따라 Single resource와 Double-resource 혹은 Multi-re-
source 등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는 위 구분에 따라 차례
로 Closed loop shop, Single machine shop, Based on other 
cost, Static, Single plant, Single resource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작업 계획 수립 알고리듬 측면에서는 최적해를

구하고자하는 시도(Exact optimization method)와 근사해
를 활용하는 시도(Approximation methods)로 구분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근사해를 활용하는 시도 중의 하나로
우선순위 나열 규칙(Priority dispatch rule) 문제로 분류된
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연산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
여 현장에서의 사용이 매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SPT(Shortest 
processing time), LPT(Longest processing time), SRT(Shor-
test Remaining time), LRT(Longest Remaining), FCFS(First 
come, first serve), EDD(Earliest operation due date) 및 mini-
mum Slack 등이 있다[2, 8, 17]. 이와 같은 초기의 Dis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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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g 규칙들은 작업 시간의 단축이나 대기 시간의 단축 등
비교적 단순한 기준에 따라 작업 순서를 나열하는 것으
로,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규칙들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최적화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
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까
지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 신경망의 교
사 학습을 통해 보다 나은 Dispatching 규칙을 선행하도록
선형 분류를 시행하는 방법[11]이나, 복수의 우선순위 규
칙들 가운데 보다 나은 방법을 시뮬레이션으로 선택하는
연구[24], 기존의 우선순위 규칙에 MCDM(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
고 기존 규칙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연구[23], 조립 산업의
작업 계획을 위하여 선호도 선택 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할 Dispatching 규칙의 순서를 적용하는 방법
[19] 등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연구이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작업준비시간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전체작업 시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작
업준비시간을 고려한 Dispatching은 일반적으로 스케줄링
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알려져 있다[20]. 실제
제조 현장에서 작업준비시간은 이어지는 작업으로의 변
경에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정된
작업준비시간이아니라, 선후 작업의 성격에따라 작업준비
시간이가변적인작업순서에종속된작업준비시간(Sequence- 
dependent setup time)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는 더욱 어려
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5, 16]. 이와 같은 작업순서 종
속적 작업준비시간 고려 문제들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
견될 수 있지만, 주로 인쇄업이나 제지업, 자동차 산업, 
화학 처리나 플라스틱 제조 산업 등에서는 일반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작업순서에 종속되어 작업준
비시간이 결정되는 경우의 Dispatching 규칙의 개발은, 앞
서 언급한 일반적인 연구들에 비하여, 일반적인 것은 아
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대의 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순서 종속적 작업준비
시간이 고려된 Dispatching 규칙에 대한 연구[4]나 작업순
서에 종속되어 작업준비시간이 결정되는 확률적/동적 주
문기반 작업장(Stochastic dynamic job shop)의 Dispatching 
규칙을 제시하는 연구[21]나 해당 연구의 성과를 보이기
위하여 가상의 작업장에 다양한 규칙들을 적용한 연구
[22] 등은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행연
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우선순위 규칙 활용에

대한 연구는 대개 단순 가공이나 조립 산업에 적합한 사
례로, 하나의 공정으로 취급되지만 실제 생산 과정에서
는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는 복수 공정으로 다루어져 다
양한 고려가 필요한 인쇄 공정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작업순서에 종속되어 작업준비시간이 결정되

는 연구들 또한 본 연구와 큰 차이가 있는데, 제시한 연
구들은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준비시간이 사전에 정의되
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설비에서 가능한 작업의 종류가 많아지면, 관리해
야 할 작업준비시간 등의 기준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게 된다. 따라서 인쇄공정 등과 같이 이론적으로 배
치 가능한 색상의 수가 무한한 경우는 모든 경우의 작업
준비시간이 관리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선순위 결정 규칙과는 다
르게, 계획 담당자가 제시하는 순위 배정 원칙을 체계적
으로 모델링하여 작업 순서를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인쇄 순서 결정의 개요

대상 사업장은 다양한 색상의 연포장 제품을 그라비아
(gravure) 인쇄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라비아 인쇄는 
인쇄 패턴이 식각(蝕刻, etching)되어 있는 실린더 요판에
잉크를 묻힌 후, 칼날(doctor blade 혹은 doctor knife)로
비인쇄면의 잉크를 닦아내고 요판 속의 잉크를 압력에
의해 필름 등의 인쇄 대상에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원통형 실린더가 연속적으로 회전하면서 롤 형태
의 필름에 인쇄되는 공정의 특성상, 동일한 패턴이 연속
적으로 반복되는 인쇄의 경우 속도와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색상의 추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판
등이 필요하고, 인쇄 색상의 변경을 위해서는 잉크 세척
이나 동판 변경 등의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 작업 변경
시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라비아 인쇄 기반
의 제조업에서는 작업 변경 시간 특히 인쇄 색상 변경
시간의 관리가 생산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라
비아 인쇄 공정의 색상 변경 시간은 주로 동판 교체 시
간과 잉크 세척/변경 시간이 포함되는데, 여건이 주어진
다면 동판 교체와 잉크 세척/변경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동판 교체 시간보다 잉크 세척/변경
시간이 길어, 전체 작업 교체 시간의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게 된다. 동판 교체와 잉크 세척/변경이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 인쇄 색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인쇄 패턴
의 변경에 따른 동판 교체 외의 잉크 세척/변경 시간이
필요 없게 되어 작업 변경 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진행되는 인쇄 작업에 색상이 추가되거나 삭제
되는 경우도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보다 작업 변경이 시
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그라비아 인쇄 공정의 제
품 생산 순서 결정에 있어, 인쇄 색상의 고려가 작업 변
경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작업 효율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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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쇄 작업 순서 배치의 원칙

인쇄 작업 순서의 결정을 위해서는 색도(色度)와 색순
(色順)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색도는 인쇄에 사용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상의 숫자를 의미한
다. 이론적으로는 3원색으로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있
지만, 보다 선명한 색상의 표현을 위해 이보다 많은 수의
색상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8개의 색상(8도 인쇄)을 인쇄에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색순은 인쇄가 진행되는 색상의 순서를 의미한다. 
인쇄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
반적이나, 실제로는 명도나 채도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야 하므로 제품별로 색순은 사전에 지정되어 있다.

<Figure 1> Printing Operation with 4-Color-Degree

위의 <Figure 1>은 황색(Yellow)-자홍색(Magenta)-청록
색(Cyan)-흑색(Black)의 색순으로 4도 인쇄하는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 변경 시간
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색도와 색순이 일치하고 디자
인만 다른 작업이 후속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
색상, 동일 색순의 후속 작업이 없는 경우라면, 가급적 기
존 색상과 색도와의 차이가 가장 적은 작업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색상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색상
의 변경보다는 색도의 증가나 감소가 유리하다. 또한 색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색도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색
도가 증가하는 쪽이 선호된다. 다음의 <Figure 2>는 기존
의 2도 인쇄에서 색도가 감소하는 경우(A 제품)와 색도가
증가하는 경우(B)의 사례를 예시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언급한 바와 같이 색도의 증가가 유리하므로, 
후속 작업으로 B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Figure 2> Case : Adding or removing color degrees

색상 변경이 필요한 동일한 색도의 후속작업이 고려
되는 경우에는 변경 대상 색상의 색순에 따라 작업 교체
선호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가급적 후위의
색순 변경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전위 색순의 인쇄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후위색순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Figure 3>은 변경 대상이
되는 A 제품과 B 제품의 색도는 같지만, A 제품은 최초
색순의 색상이 변경되고 B 제품은 마지막 색순의 색상
이 변경되는 경우의 예시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후속 작
업으로 B 제품이 유리하게 된다.

<Figure 3> Case : Replacing a Specific Color

같은 맥락에서 2도 이상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처음 색상이 변경되는 색순이 늦은 쪽을 선호하
게 된다. 다음의 <Figure 4>는 기준 작업에서 2도의 색상
이 변경되는 사례의 예시이다. A 제품은 1번 색순과 4번
색순의 변경이 필요하고, B 제품의 경우는 2번 색순과 3
번 색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라면 B 제품의
작업이 선호된다는 의미이다.

<Figure 4> Case : Replacing Two or More Colors

3.2 색상 변경 작업 순서 결정 문제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하
여 손쉽게 후속 작업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색상 변경 작업의 최적화를
위하여 다음의 가정을 제시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
고자 한다.

① 납기 최적화 이후의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즉, 색상 변경 작업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작업들은 서
로 순서가 변경되어도 납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인쇄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작업 설비 변경을 고려
하지 않는다.
복수의 설비에서 동일한 인쇄 작업이 가능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설비 간 작업 대상의 변경은 고려
하지 않는다. 즉 단일 설비에서의 색상 변경 최적화
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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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쇄 공정 작업 효율 최적화를 위해 작업 물량의 변경
(Merge or Split)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품목이 복수의 작업 지시로 발행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를 하나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작업 지
시를 복수로 나누지 않는다. 이는 모델링의 단순화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후속 공정에서의 처리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색상 변경 작업 순서
문제는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한 최적 생산계획 수립 문
제가 아니며, 납기와 생산 자원 제약의 고려가 선행된 작
업 지시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인쇄 공정의 작업 순서 결
정(sequencing)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인쇄 순서 결정 방법의 모델링

4.1 인쇄 공정의 작업 순서 결정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쇄 공정의 작업 순서 결정을 위하여, 
유사도의 개념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사
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작업한 인쇄 작업
을 기준으로, 색도나 색순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
하여 비교 대상 작업이 얼마나 유사한 지를 평가하는 개
념으로 정의한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Step 01. 기준 작업의 선정
① 이전 작업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작업하였
거나,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작업을 기준 작업으로
선정한다.

② 최초 작업의 경우는 현장의 작업 선호도에 따라 작업
물량이 가장 적거나, 가장 많은 작업을 임의로 선정한다.

Step 02. 색도 기반 우선순위 결정
최대 작업 가능 색도를 기준으로, 인쇄 작업의 배정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선순위 색도의
작업 선호가 높기 때문에, 선순위 색도의 가중치를
후순위 가중치보다 높게 배정한다.

Step 03. 색순 기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작업과 비교하여, 색순에 따른 색상 변경이나
추가/제거에 따른 페널티를 반영한다. 이 때 페널티의
크기는 작업 선호도에 따라 설정한다.

Step 04. 기준 작업 대비 유사도 계산
색도 기반 우선순위와 색순 기반 우선순위를 종합하
여, 기준 작업과의 최종 유사도를 계산한다.

Step 05. 유사도에 따른 작업 순서 배정
최종 유사도 계산 결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작업
순서를 배정한다.

Step 06. 동일 유사도의 경우, 작업 순서 조정
(Tie-breaking rule의 적용)

작업 선호도나 정책에 따라 작업 순서를 임의로 조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기 충족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쇄 물량이 적은 작업을 먼저 작업하기로 한다. 또
한 인쇄 물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등록한
작업을 우선 진행하여, 동일 순서가 중복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한다.

Step 07. Step 01로 이동한다.
동일 유사도의 가장 마지막 작업을 기준 작업으로 남은
작업 지시에 대하여, 인쇄 설비에 배정된 모든 작업이
선택될 때까지 유사도 계산 작업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4.2 수리적 모델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준 작업과 작
업 대상 항목들과의 유사도()를 평가하고, 유사도가 높
은 대상을 우선 작업하도록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기준 작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인쇄 설비에서 가장
최근에 작업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인쇄 작업으로 한
다. 기준 작업이 선정된 이후 해당 설비에 배정된 작업 대
상 품목들과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의 내림차순으로 작
업을 진행하게 된다. 제시하는 방법의 모델링을 위해 사
용되는 기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Notations for the Proposed Model

Indices
  작업지시 순서, ≤ ≤

  인쇄 작업이 진행될 설비의 숫자
  작업 대상 색도, ≤≤

Parameters(Penalties)
  특정 색순에서의 색상 추가/제거/변경 될 경우의

Penalty(≤ ≤ )
  색도에 따른 배치 중요도(≤ ≤ )
Variables
  색도 기반 우선순위

작업지시 의 색도 변경의 평가 결과에 따른 가중치 
행 벡터

  색순 기반 우선순위

작업지시 의 색도 별 색상 추가/삭제 Penalty가 반
영된 가중치 행 벡터

  기존의최종작업과작업지시 간의인쇄작업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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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대상 작업의 순서를 라 할 때,  은 가장 최
근에 완료하여 인쇄 작업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 순서 결정의 기준이 될 작업을
의미한다. 또한 는 순서를 결정해야 할 전체 작업 지시
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때 작업 순서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설비의 숫자를 이라고 하되, 본 연구에서는 1대의 설
비 즉,  의 경우만 다루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은 작업 대상의 색도를 의미한다. 특정 인쇄 작업의 마
지막 공정의 색도가 인 경우, 해당 작업의 색도가 임
을 의미한다. 동일 작업에서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작
업의 색순이 후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작업지시 에서 배정된 인쇄 색도가 이고

이 설비 에서의 작업 가능 색도라 할 때, 작업 색
도의 최대값 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inmax
      

 max 
   ⋯

(1)

이론적으로는 특정 설비에서 작업 가능한 색도를 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설비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인쇄를 진행
하면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현장에서
는설비에서작업가능한색도를넘어작업지시가배정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언제나 max ≤max
   ⋯        

를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식 (1)은 다음의 식 (2)로
대체할 수 있다.

                max 
       ⋯ 

(2)

본 연구에서는 기준 작업과의 색도 및 색상의 유사도
측정을 위하여, 순서 배정의 대상이 되는 작업지시 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진행한다.

① 색도 기반 우선순위()의 평가

작업 가능 색도 별 인쇄 배정 여부의 평가

② 색순 기반 우선순위()의 평가

색순 별 색상의 추가/제거 및 변경 여부 평가

색도 기반 우선순위의 평가는 앞의 <Figure 2>와 관련
된 제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색도의 증가가
감소에 비해 선호된다. 작업지시 의 색도 기반 우선순위
()는 색도 별 색상 배정 여부에 따라 결정 되므로, 색도
에 따라 다음의 식 (3)과 같이 정의된다고 하자. 

    ⋯  ⋯      (3)

이때 특성 색도 에서, 색상이 배정되었을 때의 배치
중요도를 이라 하고, 배정되지 않았을 때의 배치

중요도를 라 할 때, 둘 사이의 관계는 다음의 식 (4)
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색도에 색상이 배정되어 있
더라도, 색도가 증가하면서 중요도가 낮아져야 한다. 특
정 색도 에서의 중요도를  , 에서의 중요도를
라 할 때, 다음의 식 (5)를 만족해야 한다.

                   (4)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식 (4), 식 (5)를 만족하고
계산의 편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 값을 다음의 식

(6)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if gravure operation is assigned
(6)

o/w
where, ≤ ≤ 

한편 인쇄 작업의 순서는 인쇄 색상의 배치 순서도 매
우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Figure 3>과 <Figure 4>의
사례와 같이 기존 색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가급적 후순
위의 색상 변경이 선호되고, 2도 이상의 색상이 변경되
는 경우에도 가급적 처음 변경되는 색순이 늦은 쪽을 선
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작업지시 의 색순에 따른 배치
선호도() 또한 색도 별 색상 배정 여부에 따라 결정 되
므로, 다음의 식 (7)과 같이 정의된다고 하자.

    ⋯  ⋯     (7)

색상의 변경이 없거나 색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
하여, 색상이 추가되는 경우나 색상 배정이 되지 않아 색
도가 감소하는 경우,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는 후속 작업
으로의 선호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페널티를 부여하여 해
당 색순에서의 선호도가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색순에서 인쇄 색
상이 추가/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의 페널티를 라고
하자. 이때 색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와 색상이 제거
될 경우(), 색상이 추가될 경우(), 색상이 변경될 경
우()는 후속 작업으로의 배치 선호도가 달라지므로, 앞
서 언급한 인쇄 작업 배치 순서의 원칙에 따라 패널티는
다음의 식 (8)과 같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8)

따라서 임의의 작업지시 의 특정 색순 에서의 색순
에 따른 선호도는 다음의 식 (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where,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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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ob Assignment

Work 
Order

Item 
No

g01 g02 g03 g04 g05 g06 g07 g08

W00 Item01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W01 Item02 C001 C002 C012 C017 C019 C021 C022 NULL
W02 Item01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W03 Item03 C001 C003 C013 C012 C017 C019 C026 C022
W04 Item04 C001 C004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05 Item05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06 Item06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07 Item07 C001 C006 C012 C017 C019 C023 C022 NULL
W08 Item08 C001 C007 C012 C017 C019 C024 C022 NULL
W09 Item09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W10 Item10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W11 Item11 C001 C009 C012 C017 C019 C025 C022 NULL
W12 Item12 C001 C010 C015 C012 C017 C019 C028 C022
W13 Item13 C001 C011 C016 C012 C017 C019 C022 NULL
W14 Item14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15 Item15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16 Item16 C001 C002 NULL C017 C019 C021 C022 NULL
W17 Item17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W18 Item18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Table 2> Priorities based on Color Degrees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39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39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39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39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39 0.35
 0.90 0.81 0.59 0.66 0.59 0.53 0.48 0.35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0.90 0.81 0.73 0.66 0.59 0.53 0.48 0.43

기준 작업의 인쇄 작업 후에 진행될 작업은 앞의 식 (3)
과 식 (7)을 모두 반영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작업을
우선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 우선순위 결정의 지표가
되는 작업유사도 는 다음의 식 (10)과 같이 결정한다.

 ⋅
            (10)

작업 유사도 계산 후, 동일한 경우가 다수일 경우는 작
업 물량이 적거나 많은 등의 임의 원칙에 따라 작업 순서
를 배치한다. 유사도가 가장 높은 작업들이 배치된 이후, 
이상의 과정을 반복하여 작업 우선순위를 계속 진행하여, 
마지막 작업의 배치가 완료된 후 계산을 종료한다.

5. 적용 사례 

본 연구에서는 색도 배치 상황과 색순 변경 여부를 반
영한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인쇄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Table 1>과 같은 실
제 작업 현장의 8도 인쇄(g01~g08)가 가능한 그라비아 인
쇄기에 배정된 작업 내용을 기반으로 작업 순서를 결정해
보고자 한다. 작업 순서 배정 대상 작업은 총 19개(W00~ 
W18)이며, 18개 품목(Item01~Item18)의 28개 색상(C001~ 
C028)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지시번호(Work Order)
나 품번(Item Code), 색상코드(C001~C028)는 실제 현장의
코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회색으로 표시된 셀의
NULL은 해당 색도의 색상 배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Step 01. 기준 작업의 선정
인쇄 작업 순서의 결정을 위한 선호도 계산을 위한
기준 작업은 가장 최근에 작업을 진행한 경우나, 현
재 작업장에 준비가 완료된 임의의 작업을 선택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해당 공정에서 작
업이 진행되었던, W00을 기준 작업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Step 02. 색도 기반 우선순위 결정
색도 기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앞의 식
(4)와 (5)를 만족하는 값을 결정해야 한다. 색도 기
반 우선순위 는 색도가 증가되면서, 그 값이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지녀야한다. 이는 앞의 <Figure 2>
와 <Figure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급적 앞쪽 색
도의 작업을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색도가 증가하면서 우선순위는 감소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우선순위 값은 일정한 값을 빼
가면서 조정하는 방법과 제곱하는 방법(단, 밑은 0보
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일정한 값을 빼는 방식은 색도의 수가 증가하면
서,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
곱하여 색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값으로  를 배정하고, 식
(6)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결정한 결과는 다
음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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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색순 기반 우선순위 결정
색순 기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앞의 식 (8)
의 페널티 값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식 (9)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값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이는 임의의 값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식 (8)의 페널티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1)

이상의 식 (11)을 활용하여, 식 (9)에 따라 계산된 색순
기반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Priorities based on Color Sequence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40 1.00 1.00 0.40 0.40 0.40 0.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40 0.40 0.40 0.40 0.40 0.40 1.00
 1.00 0.40 1.00 1.00 0.40 0.40 0.90 0.90
 1.00 0.40 1.00 1.00 0.40 0.40 0.90 0.90
 1.00 0.40 1.00 1.00 0.40 0.40 0.90 0.90
 1.00 0.40 1.00 1.00 0.40 0.40 0.40 0.90
 1.00 0.40 1.00 1.00 0.40 0.40 0.40 0.90
 1.00 0.40 0.40 0.40 0.40 0.40 0.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40 1.00 1.00 0.40 0.40 0.40 0.90
 1.00 0.40 0.40 0.40 0.40 0.40 0.40 1.00
 1.00 0.40 0.40 0.40 0.40 0.40 0.40 0.90
 1.00 0.40 1.00 1.00 0.40 0.40 0.90 0.90
 1.00 0.40 1.00 1.00 0.40 0.40 0.90 0.90
 1.00 0.40 0.90 1.00 0.40 0.40 0.40 0.90
 1.00 0.40 0.40 0.40 0.40 0.40 0.40 1.00
 1.00 0.40 0.40 0.40 0.40 0.40 0.40 1.00

Step 04. 기준 작업 대비 유사도 계산
작업 유사도()는 앞의 식 (10)과 같이 색도 기반의 우
선순위()와 색순 기반의 우선순위()의 내적 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Table 2>와 <Table 
3>의 수치를 내적 곱으로 계산한 작업 우선순위의 결
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기준 작업으로 선정한
W00과 동일한 품목의 작업인 W02는 동일한 유사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은 다르지만
동일한 색도와 색순을 가지고 있는 W10 또한 동일한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4> Job Similarities based on  and 

Work
Order

Similarity Rank
Work
Order

Similarity Rank

W00 5.13 1 W10 5.13 1

W01 3.56 9 W11 3.56 9

W02 5.13 1 W12 2.85 14

W03 2.85 14 W13 2.73 19

W04 3.72 4 W14 3.72 4

W05 3.72 4 W15 3.72 4

W06 3.72 4 W16 3.37 13

W07 3.56 9 W17 2.85 14

W08 3.56 9 W18 2.85 14

W09 2.85 14

Step 05. 유사도에 따른 작업 순서 배정
앞의 <Table 4>에서 정리된 유사도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W00 기준의 초기 작업 순서 정렬 결과는 다
음의 <Table 5>와 같이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계산
된 유사도는 W00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색상
변경만을 감안한 것으로, 인쇄 도안 등의 작업 효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라 작업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Table 5> Initial Job Sequence

Work 
Order

g01 g02 g03 g04 g05 g06 g07 g08 

W00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5.13

W02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5.13

W10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5.13

W04 C001 C004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3.72

W05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3.72

W06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3.72

W14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3.72

W15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3.72

W01 C001 C002 C012 C017 C019 C021 C022 NULL 3.56

W07 C001 C006 C012 C017 C019 C023 C022 NULL 3.56

W08 C001 C007 C012 C017 C019 C024 C022 NULL 3.56

W11 C001 C009 C012 C017 C019 C025 C022 NULL 3.56

W16 C001 C002 NULL C017 C019 C021 C022 NULL 3.37

W03 C001 C003 C013 C012 C017 C019 C026 C022 2.85

W09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2.85

W12 C001 C010 C015 C012 C017 C019 C028 C022 2.85

W17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2.85

W18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2.85

W13 C001 C011 C016 C012 C017 C019 C022 NULL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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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동일 유사도의 경우, 작업 순서 조정
(Tie-breaking rule의 적용)

유사도 점수가 가장 높은 W00, W02, W10은 모두 동
일 색상의 인쇄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Table 1>을 참조해 보면, W00과 W02는 동일한 품목
(Item01)으로 색상은 물론 인쇄 도안 또한 동일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W10은 다른 품목(Item10)
으로 인쇄 도안 등의 추가적인 작업 조건 조정이 필
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동일 품목의 작업은
연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준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우선 진행하되, 가급적 작
업 물량이 많은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 순서를 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앞의 <Table 
5>의 경우와 같이, W00(기준 작업)과 동일하여 추가
적인 작업 조건 변경이 전혀 필요 없는 W02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W10의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다음 단계의 유사도를 보이는 W04, W05, W06, W14, 
W15의 작업 순서 결정은 가급적 색상조합이 동일한
물량을 몰아서 먼저 하는 방법으로 동일 유사도에서
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
의 <Table 6>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g02의 색상이
C005도 동일한 W05, W06, W14, W15를 우선 작업한
후 마지막으로 W04의 작업하는 순서로 작업 순위가
결정된다.

Step 07. Step 01로 이동한다.
이상의 Step 06까지의 과정을 통해, W00, W02, W10
의 작업 순서는 물론 다음 단계의 유사도를 가지는
W05, W06, W14, W15, W04까지의 작업이 결정되었
다. 기준 작업 W00과의 유사도 평가에서 차순위 값
(본 사례에서는 3.72)을 가지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W04를 기준으로 전체 작업의 유사도
를 평가하는 Step 01~Step 06의 과정을 다시 진행하면
된다. 작업지시 W04를 기준으로 미확정된 작업지시
들의 유사도를 평가하면, W07, W08, W11, W01의 순
서로 작업순서가 결정된다. 이때 우선순위 선정 대상
작업들은 g02와 g06을 제외하고 모든 색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작업 순서는 본 연구에서는 별도
로 제시되지는 않은 작업지시 별 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후 W01을 기준으로 Step 01~ 
Step06을 반복하여 진행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끝
까지 진행하면, 다음의 <Table 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시된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한 W00, 
W10, W04, W01, W16은 유사도 산정의 기준으로 사
용된 작업지시 번호이다.

<Table 6> Final Job Sequence

Work 
Order

Item 
No

g01 g02 g03 g04 g05 g06 g07 g08

W00 Item01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W02 Item01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W10 Item10 C001 C001 C012 C017 C018 C020 C019 C022
W05 Item05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06 Item06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14 Item14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15 Item15 C001 C005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04 Item04 C001 C004 C012 C017 C019 C022 NULL NULL
W07 Item07 C001 C006 C012 C017 C019 C023 C022 NULL
W08 Item08 C001 C007 C012 C017 C019 C024 C022 NULL
W11 Item11 C001 C009 C012 C017 C019 C025 C022 NULL
W01 Item02 C001 C002 C012 C017 C019 C021 C022 NULL
W16 Item16 C001 C002 NULL C017 C019 C021 C022 NULL
W13 Item13 C001 C011 C016 C012 C017 C019 C022 NULL
W09 Item09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W17 Item17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W18 Item18 C001 C008 C014 C012 C017 C019 C027 C022
W03 Item03 C001 C003 C013 C012 C017 C019 C026 C022
W12 Item12 C001 C010 C015 C012 C017 C019 C028 C022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납기와 자재, 설비, 작업자 등의 생산관
련 제약이 검토된 그라비아 인쇄공정에 배정된 인쇄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쇄 작업의 순서 결
정에는 색도 및 색순의 선호도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계산된 작업 유사도의 내림차순에 따라 작업의 순서를 결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색도 배치 선호도는 가급적 모
든 인쇄기에 작업이 배치되는 것을 높게 평가했으며, 낮은
색도의 작업 배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 색순 배치 선호도
는 해당 색순의 인쇄 색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선호되
며, 단순히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에 비하여 색상이 변
경되는 경우가 가장 비선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
호도가 동일한 작업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작업의 효율
이나 납기 충족률 등의 임의 목적에 따라 작업 순서를 재
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작업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명확한 작업 준비 시간을 기

준으로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작업
변경에 따른 상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 순서를 결정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Dis-
patching 문제에서, 작업준비 시간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는 보다 어려운 문제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생산계획 플래
너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른 상대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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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색도 및 색상 기반의 작업 순서 결정은 작업 변경
에 따른 작업 준비 시간 데이터가 명확히 수치화되지 않
고, 우선순위 중심으로 작업계획 담당자의 경험에 따라
작업 순서가 결정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실제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 기업의 작업계획 담당
자가 기존의 작업 배치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여, 높은 만
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작업지시 별 색도 및 색상 변경에 소

요되는 작업 변경시간이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그 효과
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 보다 근본적인 제약 조건, 즉 납기나 자재, 설비, 작업
자등의 제약이검토되지않아단기최적화만을모색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기 생산계획(Dispatching)의 측면
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PT(Shortest processing time), 
LPT(Longest processing time), SRT(Shortest Remaining time), 
LRT(Longest Remaining), FCFS(First come, first serve), EDD 
(Earliest operation due date) 및 minimum Slack 등의 단순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 공정의 작업 순서
결정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사도 기반의 작업 순서 결
정 방법은 생산현장에서 작업계획 수립 담당자가 나름의
우선순위 규칙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 연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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