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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시설물 입지 선정 문제(FLP)는 통 인 최 화 문제 에 하나이다. FLP에 공 제약과 하나의 고객은 

하나의 시설물에서만 제품을 공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을 추가하면 단일 시설물 공 제약을 가지는 시설물 

치 설정 문제(SSFLP)가 된다. SSFLP는 NP-hard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진화 알고리즘과 같은 휴리스

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논문에서는 SSFLP를 한 효율 인 진화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응형 링크 조  진화 알고리즘과 3가지 휴리스틱 해 개선 방법을 

조합하여 고안되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벤치마크 문제에 용하여 다른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간 크기의 문제에서 부분 최 해를 찾았으며 큰 문제에서도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 중심어 :∣클러스터링∣최적의 클러스터 수∣클러스터링 타당성 평가기준∣휴리스틱 해 개선 방법∣

Abstract

The facility location problem is one of the traditional optimization problems.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single source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 (SSCFLP) and it is known as 

an NP-hard problem. Thus, it seems to be natural to use a heuristic approach such as 

evolutionary algorithms for solving the SSCFLP. This paper introduces a new efficient 

evolutionary algorithm for the SSCFLP. The proposed algorithm is devised by incorporating a 

general adaptive link adjustment evolutionary algorithm and three heuristic local search 

methods. Finally we compare the proposed algorithm with the previous algorithms and show 

the proposed algorithm finds optimum solutions at almost all middle size test instances and very 

stable solutions at larger size test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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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물류 네트워크에 있어서 창고, 물류센터 등과 같은 

고정시설물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체 물류 시스템

의 형태  구조를 결정짓는 요한 의사결정 문제이

다. 이러한 결정은 먼  안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운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산정하는 순으로 이루

어지며, 고정 시설물의 입지결정은 세부 으로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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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의 수, 치, 그리고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최근 기업은 물류부문에서 고객 서비스 증 와 비용 

감을 해 효율 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하

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물류센터와 같

은 시설물의 입지 선정이 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

다. 즉, 물류센터는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시간  

가치를 창출하며, 수요자의 요구량을 공장에서 직  생

산하여 배송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경제 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고객에 한 서비스의 품질 한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요자와 생산자 사이에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

는 물류 센터의 설치  치 선정은 물류 부분의 요

한 이슈 에 하나이다. 

일반 으로 물류센터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물류시

스템은 크게 3 부분으로 나 어진다. 리 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고객에게 제품을 직 으로 

공 하며,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물류센터로

부터 제품을 공 받는 리   리 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해 제품을 공 하는 물류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물류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기에 다양한 고

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미리 리 들이 입주하

게 될 치가 알려져 있을 경우 이들 리 의 수요량

을 충족시키는 최 의 물류센터의 치를 선정하는 문

제를 고려해 보자. 

일반 으로 시설물 입지 선정 문제(the facility 

location problem : FLP)는 수송비용과 설비 설치비용

(고정비용)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일련의 시설

물들의 치를 선택하는 문제로 Balinski[2]에 의해 처

음으로 다루어졌다. 그 이후 많은 다양한 시설물 입지 

선정 모형들이 개발되었는데, 각 시설물이 공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에 한 제약을 가지는 경우인 공

제약을 가지는 시설물 치 설정 문제(the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 CFLP)도 그 의 하나이다. 

이 의 부분의 연구는 CFLP 문제를 해결하기 해 

라그랑지언 휴리스틱(a Lagrangian heuristic)을 기반

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Daskin[1]은 휴리스틱 근법

들과 최 해법을 포함하여 CFLP를 해결하기 한 다

양한 근법들을 소개하 다. 

그리고 CFLP에서 각 고객이 단지 하나의 시설물에

서만 제품을 공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을 부가하게 되면 

단일 시설물 공 제약을 가지는 시설물 치 설정 문제

(the single source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 SSCFLP)로 변형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 다룰 

물류 센터 설비 입지 문제는 SSCFLP로 모델링이 가능

하다. 

CFLP에 비해 SSCFLP는 그 동안 상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SSCFLP도 NP-hard 조

합 최 화 문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최 해를 구하

는 해법을 이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은 연

구들이 휴리스틱 기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Klincewicz와 Luss[8]은 일종의 라그랑지언 휴리스

틱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으며, Beasley[3] 

한 물류센터의 용량 제약과 고객 할당 제약을 완화시킨 

라그랑지언 휴리스틱을 제안하 다. Holmberg 등[6]도 

일련의 메칭 문제를 해결하는 반복된 메칭 알고리즘에 

기반한 휴리스틱을 라그랑지언 휴리스틱과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최근에는 복잡한 조합 최 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메타 휴리스틱 근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Cortinhal과 Captivo[4] 등은 SSCFLP의 하한값을 얻기 

해서 라그랑지언 완화법을 제안하 고, 상한값을 얻

기 해서는 지역탐색법과 타부 서치를 이용하 다. 

한, Cortinhal과 Captivo[5]는 네 가지 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SCFLP를 해결하려고 시도하 으며, 

Julstrom[7] 한 임으로 선택된 물류 센터  각 고객

이 가장 은 수송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물류 

센터에 고객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를 디코딩하는 진

화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Cortinhal과 Captivo[5] 

등이 제안한 네 번째 유  알고리즘과 비교 실험을 통

해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도 최근 SSCFLP 문제를 해결하기 해 

주로 이용되고 있는 메타 휴리스틱 근법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메타 휴리스틱 기법과

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Soak[10]이 제

안한 진화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를 개선

시키기 해 새로운 기해 생성 방법과 3가지 지역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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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휴리스틱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물류 센터 입지 선정  리  

할당 모형에 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

고리즘을 구체 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기존

의 기법들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II. 물류 센터 입지 선정 및 대리점 할당 모형 

우선 물류 센터 입지 선정  리  할당 모형에서

는    리 과   물류 센터 후보지가 이미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리  는 요구량 를 가지

며 각 리  는 하나의 물류 센터 로부터 물량을 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리  가 각 물류 센터 후보

지 로부터 물량을 공  받을 경우 수송비용 가 발

생하게 되며, 각 물류 센터 후보지 의 공  가능량   

 물류 센터 후보지 가 선정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고정비용 도 미리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결국 목

함수는 최소의 수송비용 와 고정비용 을 가지

고 모든 리 의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류 센

터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정형화하면,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일 시설물 

공 제약을 가지는 시설물 치 설정 문제(the single 

source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 SSCFLP)

로 모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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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5)  
여기서, 는 만약 어떤 물류 센터 가 후보지로 선

정이 되면 1을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

며, 는 만약 어떤 리  가 물류 센터 에 할당이 

되면 1을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식 (2)는 각 리 이 하나의 물류 센터에서만 물량

을 공 받아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약식이며, 식 (3)

은 선택된 각 물류 센터에 할당되는 리 의 총 요구

량이 각 물류 센터의 공 가능량을 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제약식이다.

III. 제안하는 알고리즘

1. 적응형 링크 조절 진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Soak[10]이 제안한 응형 링

크 조  진화 알고리즘(adaptive link adjustment 

evolutionary algorithm : ALA-EA)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진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따라서 우선 응형 

링크 조  진화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에 해 간단히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

란다.

ALA-EA는 기존의 다른 진화 알고리즘들과 많은 차

이가 있다. 각 유 인자는 다루는 문제의 각 링크( 는 

에지)를 나타내고 기해는 모두 ‘0’으로 설정이 된다

([그림 1]의 (a) 참조). 

그 다음 각 유 인자에 있는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

렬하고 정렬된 순서 로 해당 링크를 선택할지를 결정

하게 된다. 즉, 해당 링크가 다루는 문제의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지 않다면 정렬된 

다음 링크를 고려하는 식으로 모든 링크를 정렬된 순서

에 따라 고려하고 나면 하나의 해가 생성된다. 이 게 

생성된 해를 목 함수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 ’와 ‘ ’과정을 용하게 된다 ([그림 3] 

Step 3의 3.3 참조). 

만약 평가 결과, 해 가 재까지의 찾은 가장 우수한 

해보다 더 좋은 결과 값을 나타낸다면 ‘ ’과정을 그

지 않다면 ‘ ’과정 용한다. ‘ ’과정은 모든 유 인자

들 에서 해에 포함된 유 인자들에만 ‘ ’값을 더

하고, ‘ ’과정은 모든 유 인자들 에서 ‘ ’ 만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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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에게 ‘  ’값을 더한다. 결국 디코딩 과정에서 

유 인자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순서 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 ’과정은 일종의 패 티(penalty)의 역할

을 하게 되고, ‘ ’과정은 일종의 보상(reward)의 역할

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수한 해에게 패 티를 부여하

는 것은 2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미 찾은 해를 

강화하는 것은 재 해에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

문이며, 둘째는 재 해를 강화할 경우 강화된 해로 인

해 빠른 시간 내에 해 집단이 이 해에 의해 지배되어 조

기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 으로 열

등한 해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유 인자의 값의 

근소한 차이를 가지는(즉,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순서에 

따라 해당 링크를 고려하기 때문에) 링크들끼리의 경쟁

을 진시켜 이웃해들로의 탐색을 진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a) ALA-EA의 기본 인 해 표 법

(b) 제안하는 방법의 해 표 법

그림 1. ALA-EA의 해 표현법

2. 초기해 생성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해 표 법은 [그림 1]의 (b)에

서처럼 기본 인 ALA-EA의 해 표 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해의 반부 개의 유 인자는 각 물류 센

터의 번호를 의미하며 후반부 개의 유 인자는 각 

리 의 번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해의 길이는 

이 된다. 한, 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따로 

합도 함수 값을 계산하기 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기해를 좀 더 우수한 해들로 

구성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각 물류 센터들

에 해 식 (6)에 따라 모든 리 들에 해 비용의 총 

합을 계산하고, 총 비용이 게 드는 물류 센터 순으로 

정렬하여 정렬된 물류 센터들에 1부터 의 유  인자 

값을 부여한다 ([그림 3] Step 1의 1.1 참조). 

     
 



    ∀        (6)

다음은 각 리 에 해 식 (7)에 따라 모든 수송 비

용의 총 합이 가장 게 드는 리 들을 정렬하여 정

렬된 리 들에 1부터 의 유  인자 값을 부여 한다 

([그림 3] Step 1의 1.4 참조). 

  
 



          ∀          (7)

결국 이는 총 비용이 게 드는 물류 센터와 리

을 우선 으로 고려하기 해서이다.

그리고 이 게 생성된 첫 번째 해의 후반부 즉 리

들에 해서만 상호 교환 변이 연산을  용하여 해

집단을 생성한다 ([그림 3] Step 1의 1.7 참조). 

3. 휴리스틱 해 개선 방법
본 논문에서는 목 함수 값 계산 방법을 통해 형성된 

해를 개선시키기 해 3가지 휴리스틱 해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휴리스틱 1)은 어떤 물류 센터 

(  )에 할당된 리 들을 모두 선택되지 않은 물

류 센터 (  )로 옮겼을 때 공  가능량을 과하

지 않으면서 비용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

인하고 비용 이득이 발생하면 물류 센터 에 할당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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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리 들을 물류 센터 에 할당하고,    , 

  로 변경한다 ([그림 3] Step 2의 2.1 참조).  

두 번째 방법(휴리스틱 2)은 어떤 물류 센터 

(  )에 할당된 리 들을 다른 물류 센터 

(  )로 이동할 경우 공  가능량을 과하지 않으

면서 비용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리 을 비용 이득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물류 

센터 로 이동시키고, 물류 센터 의 남아 있는 공  

가능량과 물류 센터 의 남아 있는 공  가능량을 조정

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리 들에 해서 수행한다 

([그림 3] Step 2의 2.2 참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휴리스틱 3)은 어떤 물류 

센터 (  )에 할당된 리  를 다른 물류 센터 

(  )에 할당된 리  와 교환할 경우 각 물류 

센터    의 공  가능량을 과하지 않으면서 비용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용 이득

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해당 리 들을 상호 교환하

고, 물류 센터 의 남아 있는 공  가능량과 물류 센터 

의 남아 있는 공  가능량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리 들에 해서 수행한다 ([그림 3] Step 2의 

2.3 참조). 

4. 목적함수 값 계산 방법
생성된 해들로부터 목 함수 값을 계산하기 해서 

Julstrom이 제안한 탐욕  방법(greedy decoding)[7]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우선 랜덤 넘버를    의 범 에서 

발생시키고, 정렬된 개의 물류 센터  리 의 요

구량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비용이 게 드는 물류 센터

에 리 을 정렬된 순서 로 할당한다. 만약 개의 

물류 센터가 어떤 리 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을 하나 늘여 해당 물류 센터에 리 을 할

당한다. 다음 리 은  개의 물류 센터 에서 

가장 비용이 게 드는 물류 센터에 할당된다. 

이러한 방법을 모든 리 이 물류 센터에 할당될 때

까지 반복 수행한다 ([그림 3] Step 3의 3.1  3.2 참조). 

5. 유전 연산자들
본 논문에서는 Soak[10]이 기본 인 ALA-EA가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제안한 실세계 토 먼트 선

택 략[9], uniform 교차 연산자(uniform crossover)  

상호 교환 변이 연산자(exchange mutation)를 사용한다. 

우선 실세계 토 먼트 선택 략은 실 세계의 토

먼트 스포츠 게임처럼 해 집단에 있는 모든 해들을 이

웃하는 해들끼리 을 이루어 경쟁을 시키고, 경쟁에서 

승리한 해들을 다음  세 의 해 집단에 포함시키며, 승

리한 해들은  다시 이웃하는 다른 승리한 해들끼리 

을 이루어 경쟁을 시키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해 

집단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3] Step 4의 4.1 참

조). 

uniform 교차 연산자는 각 유 인자에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 0이 나오면 부모1의 유 인자 값을 1이 나오

면 부모2의 유 인자 값을 가져와서 하나의 자손을 형

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3] Step 4의 4.2 참조). 

상호 교환 변이 연산자는 임으로 두 개의 유 인자를 

선택하여 서로 유 인자의 값을 교환하는 연산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 교환 변이 연산자를 리 과 물류 

센터 각각에 해 독립 으로 수행하 다. 즉, [그림 1]

의 (b)에서 해의 1에서 m번째에 있는 유  인자끼리 한

번, m+1에서 m+n번째에 있는 유  인자끼리 한번 각각 

수행된다 ([그림 3] Step 4의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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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차 연산자 및 변이 연산자 적용 비율 실험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사용

되는 uniform 교차 연산자와 상호 교환 변이 연산자의 

최  용 라미터 값을 찾기 해 실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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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는 그 결과를 보여 다. 상호 교환 변이 연

산자의 경우 100% 용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으므로, 여기서는 상호 교환 변이 연산자의 용 

비율을 100%로 두고 uniform 교차 연산자의 용 비율

이 변화할 경우의 결과만을 보인다. 실험결과 uniform 

교차 연산자의 용 비율을 70%, 상호 교환 변이 연산

자의 용 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가 가장 우수한 결

과를 보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 

실험에서는 두 연산자의 용비율로 이들 값들을 사용

하 다. 한, ALA-EA를 한 변수는 기존의 연구에

서 가장 좋은 조합으로 제시하고 있는 와 값은1로 

값은 70%로 설정하여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유사 코드를 나타낸다. 

Step 1. 기해 생성

1.1     
 



    ∀  

1.2   //* 각 물류 센터를 값에 

따라 오름차순정렬 *//

1.3 ={   }; 

    //* 정렬된 순서 로 해당 물류센터를 나타내는  

         유 인자 에 1에서   값을 부여 *//

1.4   
 



          ∀  

1.5   //* 각 리 을 값에 따라  

      오름차순정렬 *//

1.6 ={       }; 

    //* 정렬된 순서 로 해당 리 를 나타내는 유  

      인자 에 1에서   값을 부여 *//

1.7 for     to           

         
  

  ;

Step 2. 휴리스틱 해 개선법

2.1 휴리스틱 1 용

2.2 휴리스틱 2 용

2.3 휴리스틱 3 용

Step 3. 목 함수값 계산

3.1 모든 해 를 물류센터 부분{   }과   

      리  부분 {      }으로 나눠서   

      각각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 정렬된 해 *//

3.2    ;

    for     to 

          에 있는 리 의 수요량을   

            에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수용  

            할 수 있는 지를 확인;

        if 수용할 수 있다면,  을 수용 가능한  

              물류센터에 할당하고 각 물류센터의 공  

               가능한 물량을 조정함.  

        else

              

    end for

3.3 각 해의 목 함수 값에 따라 와   과정 용

   if   

        과정 용;

   else

      if rand() < 

          과정 용;

Step 4. 유  연산자

4.1 실세계 토 먼트 선택 략

4.2 uniform 교차 연산자

4.3 상호교환변이 연산자

Step 5. 종료조건

if 종료조건 == yes

   종료;

else

   go to step 2.;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유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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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7]

Julstrom's EA[7] The proposed algorithm

Inst. m n
Best
+%

Mean+% Std(%)
Hits
+%

Best
+%

Mean
+%

Std(%)
Time
(s)

cap61 16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
cap62 16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
cap63 16 50 0.01 0.004 0.004 0.000 100 0.000 0.000 0.000 0
cap64 16 50 0.05 0.722 0.722 0.000 100 0.000 0.000 0.000 1.1
cap71 16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6
cap72 16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2
cap73 16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1
cap74 16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1
cap91 25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3.6
cap92 25 50 0.00 0.278 0.286 0.023 100 0.000 0.000 0.000 0.3
cap93 25 50 0.22 0.462 0.462 0.000 100 0.000 0.000 0.000 0.6
cap94 25 50 0.21 0.482 0.485 0.013 100 0.000 0.000 0.000 0.6
cap101 25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3
cap102 25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3
cap103 25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5
cap104 25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0.0
cap121 50 50 0.00 0.000 0.108 0.093 100 0.000 0.000 0.000 1.5
cap122 50 50 0.00 0.279 0.286 0.021 100 0.000 0.000 0.000 2.6
cap123 50 50 0.19 0.331 0.331 0.000 100 0.000 0.000 0.000 0.8
cap124 50 50 0.00 0.482 0.485 0.001 100 0.000 0.000 0.000 1.2
cap131 50 50 0.00 0.000 0.043 0.054 80 0.000 0.043 0.101 43.8
cap132 50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1.5
cap133 50 50 0.00 0.000 0.033 0.053 100 0.000 0.000 0.000 1.8
cap134 50 50 0.00 0.000 0.000 0.000 100 0.000 0.000 0.000 1.2

표 1. Beasley의 cap61~134 문제에서의 실험 결과 비교

IV. 실 험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비교 실험을 해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벤치마크 문제로 사용한 Beasley의 

OR-Library1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총 24개

의 형의 문제와 12개의 형의 문제에서 실험을 수행

하 다. 형의 문제는 50개의 리 과 16, 25, 50개의 

물류 센터 후보지가 존재하는 문제이며, 형의 문제는 

1000개의 리 과 100개의 물류 센터 후보지가 존재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Cortinhal과 Captive[5]  Julstrom [7]의 실험결

과를 비교를 한 기 으로 사용하 으며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C++를 이용해서 로그램되었고 Pentium IV 

3.4G CPU와  1.5Gbyte Ram 컴퓨터 상에서 실험을 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형  형의 문제들에서 각

1 http://people.brunel.ac.uk/~mastjjb/jeb/info.html

각 10회  5회씩 반복실험을 수행하 고, 종료 조건은 

각각 5000세 , 100세  동안 해의 개선이 없을 경우로 

설정하 다. 

[표 1]  [표 2]에 나타난 각각의 값들은 최 해와 찾

아낸 해 사이의 차이(Gap)를 나타내는데, 이는 다음의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되었다. 

    × 

한, 형의 문제는 재까지 최 해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진 하한값(Lower bound)을 사용하여 

차이를 계산하 다. 

[표 1]은 형의 문제들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을 보여 다. 총 24개의 문제들  한 문제(cap131)를 

제외한 모든 문제의 반복 실험에서 최 해를 찾아내었

으며, 계산 시간 한 최  평균 4 를 넘지 않았다. 8번

의 최 해를 찾은 cap131 문제에서도 최 해를 찾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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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7]

Julstrom's EA[7] The proposed algorithm

Inst. Lower bound
Best
+%

Mean+% Std(%)
Best
+%

Mean
+%

Std(%)
Time
(s)

capa1 19,240,822.45 0.28 0.063 0.521 0.514 0.074 0.291 0.150 697.6
capa2 18,438,046.54 0.12 0.064 0.549 0.246 0.056 0.093 0.079 814
capa3 17,765,201.95 0.29 0.000 1.104 0.933 0.000 0.000 0.000 248.2
capa4 17,160,439.01 0.00 0.002 0.423 1.147 0.003 0.003 0.000 871
capb1 13,656,379.58 0.01 0.193 1.231 0.957 1.824 2.160 0.449 508.8
capb2 13,361,927.45 2.87 0.268 1.268 0.728 0.118 0.459 0.303 784.6
capb3 13,198,556.43 2.04 0.366 1.203 0.499 0.287 0.354 0.075 831.8
capb4 13,082,516.50 0.47 0.565 1.059 0.410 0.596 0.987 0.374 540.4
capc1 11,646,596.97 0.70 0.063 0.832 0.607 0.364 0.913 0.428 721.6
capc2 11,570,340.29 0.65 0.001 0.205 0.243 0.036 0.141 0.182 915.8
capc3 11,518,743.74 1.15 0.042 0.392 0.230 0.349 0.357 0.127 738.6
capc4 11,505,767.39 0.09 0.001 0.196 0.203 0.033 0.176 0.207 718.4

0.725 0.135 0.748 0.559 0.311 0.495 0.197

표 2. Beasley의 capa1~capc4 문제에서의 실험 결과 비교

한 2번의 계산 시간으로 인해 상 으로 많은 계산 시

간을 필요로 하 지만, 최 해를 찾은 경우의 평균 계

산 시간은 3.87 에 불과하 다. 

형의 문제들에서는 기존의 C&C 방법뿐만 아니라 

Julstrom의 진화 알고리즘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

을 보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형의 문제들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

험 결과이다. 진하게 표시된 결과들은 세 가지 방법론 

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찾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

장 좋은 결과값(Best)들을 비교해 보면, 상 으로 

Julstrom의 진화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

며, 그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화 알고리즘이 

근소한 차이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평균 

결과를 비교해 보면, 총 12개의 문제 에서 2개의 문제

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들에서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내었

다. 체 문제의 평균 한 Julstrom의 진화 알고리즘이 

0.748%, 제안하는 진화 알고리즘이 0.495%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은 표 편차의 결과

값 인데 이를 보면 평균 0.197%로 제안하는 방법이 아

주 안정 으로 우수한 결과값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시간의 경우는 다른 알고리즘들의 경우 

계산시간에 한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아 직 인 비

교는 어렵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최  915.8

에서 최소248.2 로 형의 문제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 다. 하지만, 물류 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고, 리 을 할당하는 문제가 시간 으로 아주 

시 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계산시간

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 라고 단된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제안하는 방법에

서 사용되는 휴리스틱 기법들이 상 으로 탐색 공간

이 덜 복잡한 형의 문제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탐색 공간 내에 지

역해가 아주 많이 존재하는 형의 문제들에서는 빠른 

시간에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해로 수렴하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려진 하한값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단 을 보 다. 이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기본틀로 사

용되고 있는 ALA-EA가 가진 역 탐색의 능력에 비

해 제안하는 휴리스틱 방법들의 지역 탐색 능력이 더 

우월하여 조기 수렴하여 역해로의 이동에 제약을 주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이들 연산자들간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재 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물류 센터의 입지  리 을 할당하

는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진화 알

고리즘을 제안하 다. 특히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

법들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형의 문제들에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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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결과를 형의 문제들에서는 상 으로 아주 

안정 으로 우수한 평균 결과값을 찾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실험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

럼 형의 문제를 좀 더 효율 이고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ALA-EA와 휴리스틱 기법들 간의 탐색능력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단되며, 특히나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물류 센

터 입지 선정 문제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

한데 특히, 실 문제에 주로 발생하는 이미 선정된 물

류센터의 입지를 평가한다던지 아니면 몇몇 물류 센터

는 이미 입지해 있고, 새로운 물류센터를 선정하는 문

제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M. Daskin, Network and discrete location 

models, algorithms and applications, Wiley, 

New York, 1995.

[2] M. L Balinski, “Integer Programming: Methods, 

uses, computations,” Management Science, 

Vol.12, pp.253-313, 1965.

[3] J. E. Beasley, “Lagrangian heuristic for location 

problem,”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65, pp.383-399, 1993.

[4] M. J. Cortinhal and M. E. Captivo, “Upper and 

lower bounds for the single source capacitated 

location problem,”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151, pp.333-351, 2003.

[5] M. J. Cortinhal and M. E. Captivo, “Genetic 

algorithms for the single source capacitated 

location problem,” In M.G.C. Resende and J.P. 

de Sousa, editors, Metaheuristics: Computer 

Decision-Making, pp.187-216. Kluwer, Boston, 

2004.

[6] K. Holmberg, M. Ronnqvist, and D. Yuan, “An 

exact algorithm for the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s with single sourcing,”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113, pp.544-559, 1999.

[7] B. A. Julstrom, “An evolutionary algorithm for 

some cases of the single-source constrained 

plant location problem,” Proceedings of the 2008 

Genetic and Evolutionary Computation 

Conference, pp.607-608, 2008.

[8] J. G. Klincewicz and H. Luss, “A Lagrangian 

relaxation heuristic for 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with single source constraints,”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37, 

pp.495-500, 1986.

[9] S. M. Soak and B. H. Ahn, “A new tree 

representation for evolutionary algorithm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Vol.31, No.1, pp.10-19, 2005.

[10] S. M. Soak, “'Adaptive Link Adjustment' 

Applied to The Fixed Charge Transportation 

Problem,” IEICE Transactions on Fundamentals 

of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 

Sciences, Vol.E90-A, No.12, pp.2863-2876, 2007.

저 자 소 개

석 상 문(Sang-Moon Soak)                정회원
▪1988년 8월 : 한국해양 학교 물

류시스템공학과(공학사)

▪2000년 8월 : 한국해양 학교 물

류시스템공학과(공학석사)

▪2005년 8월 : 주과학기술원 기

공학과(공학박사)

▪2005년 8월 ～ 2006년 5월 : LG 자 디지털 가  연

구소 선임연구원

▪2006년 5월 ～ 재 : 특허청 심사

 < 심분야> : 휴리스틱 알고리즘, 최 화, 진화 컴퓨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9116

이 상 욱(Sang-Wook Lee)                  정회원
▪2000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기

계공학과(공학사)

▪2002년 2월 : 주과학기술원 기

공학과(공학석사)

▪2007년 8월 : 주과학기술원 정

보기 공학부(공학박사)

▪2007년 9월 ～ 2008년 9월 : 조지아공과 학교 산

학과 박사후연구원

▪2008년 11월 ～ 2009년 2월 : 삼성 자 통신연구소 책

임연구원

▪2009년 3월 ～ 재 : 목원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임강사

 < 심분야> : 휴리스틱 알고리즘, 최 화, 데이터 마

이닝, 유비쿼터스 컴퓨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