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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급사슬관리(SupplyChainManagement)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관리하는 제품의 수가 다양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제조 기업의 공급사슬관리 최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생산계획

과 분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개별의 단계를 통합적 관접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본 논문은 첫째,

고객의 수요가 다기간이며 확정된 수요정보가 생산자 단계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변동함에 있어서 공급사슬관리의 

최적화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둘째,공급사슬관리에 있어서 생산계획과 분배계획 수립에 있어 재고비용과 

수요불충분비용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수요대응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본 논문은 기존의 그 유용성이 입증된 유

전자 알고리즘(GeneticAlgorithm)을 응용 적용하였으며 확정된 수요정보의 기간 및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공급사슬관리의 최적화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공급사슬관리,유전자 알고리즘,최적화,생산계획,분배계획

Abstract  Supply Chain Management(SCM) is getting important, because size of the company is getting bigger 

and the kinds of product are various.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corporation, for the optimization of SCM, 

we have to mak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lan by considering the various fluctuation in the aspect of 

integration. In this paper, first, It proposed the reasonable operational way of the SCM about when the 

customer’s demanding is various and demanding expectation fluctuates in capacity standardization of producer 

stage. Second, the paper proposed the management way for demanding by considering confirmed demanding 

information, related inventory expense and demanding shortage expense when we mak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lan. The paper applied the genetic algorithm proved for current usefulness. it proposed the optimal 

operational way for SCM by dividing into 2 ways for dealing with the duration of confirmed demanding 

information and various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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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 사슬이란고객요구를충족시키기 해직간

으로 참여하는 모든 계자로 구성된 집합을 의미하며

제조기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수요의 변동이 심하고 제

품이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

다.[1]공 사슬의 주요 로세스는 생산계획 분배의

통제,그리고 물류에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

사슬의 개선과 최 화를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 사슬에서의 생산 분배

계획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생산 분배 계획이란

수요를 만족시켜 주기 해서 언제 어떤 공장에서 각각

의제품을얼마만큼생산해야하는생산계획과만들어진

제품은 어떤 경로를 거쳐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것인

지에 한 분배계획의 통합이다.[3]이와 련하여 선행

연구를살펴보면먼 정성원은유 자알고리즘을사용

하여 용량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 분배계획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 으며 특히 해의 진화를 보장하기

해 Silver– Meal기업을 용한 혼합 유 자 알고리

즘을사용하 다.[4]임석진은다설비와다제품에 해서

생산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를 하 다.특

히 생산비용과 수송비용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혼합정수

계획 모델을 제시하 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간과

용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5]임정은 각 사이트에

서용량제약을고려한규칙기반의혼합형유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특히 생산용량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

키기 해기존의 진계획법과후진계획법과달리수정

된 변이 연산을 제안하 다.[3]박병주는 생산계획과 분

배계획의 문제들을 효율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유 알

고리즘을제시하 고동 공 사슬 리를 한멀티에

이 트 시스템을 구 하 다.특히 통합계획으로 얻는

결과와통합계획을하지않았을때를비교하여통합계획

의 우수성을 확인하 다.[6]

많은 연구에서 과거 개별 단계의 문제해결 방법에서

벗어나공 사슬 리 체를통합 에서최 화방

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 사슬 문제

에서 생산과 분배문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공 사슬 문

제의최 화를 해서는개별단계에서의최 화가아닌

통합 인 단계를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공 사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 공 사슬망의 각 단계별 구성은 다제품을 생산

하는 공장과 공장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

하는 공 자,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그룹을 설정하 다.문제의 가정으로 공장과

공 자의 생산 용량이 수요그룹의 수요가 제품별,용량

별 일치하지 않다는 가정을 하 다.가정의 문제를 최

화하기 해서 고객의 수요에 맞춰 단 기간에 따른 다

(多)제품들의공 자 생산자간의생산용량에따른생

산계획과다양한변수를가지는고객들에게생산된제품

들을효율 으로배분할수있는분배계획을통합 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공 사슬 리에서의 생산계획과 분배계획은 문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NP-Hard문제로써 이를 해결하고

최 화하기 해서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하

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문제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유 자알고리즘(GeneticAlgorithm)을이용하여

응용 용 실험하여 보았다.

2. 문제 설정

2.1 공급사슬모델의 설정

본 연구를 한 실험 모델은 기본 인 공 사슬 모형

을 따른다.먼 원재료 부품을 공 하는 공 자

(Supplier)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Factory),그리

고 완성된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인 고객은 그룹화

(근 치하는 고객들의 합)하여 수요그룹(Demand

Group)을 설정하 다.분배센터(DC)의 경우 본 연구의

문제해결방안에 필수 이지 않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Fig.1]은본연구에서의실험모델의구성을보여주

고 있다.

2.2 공급사슬모델의 세부 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의 공 사슬문제는 생산계획과 분배계획

의최 화이다.먼 본연구에서의문제는크게두가지

며 첫째로 변동하는 수요가 발생될 때 공 자와 공장과

같은 생산자단계에서 각 기간별,제품별 생산량을 결정

하는 문제와 생산된 제품을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해

배송을 결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결국 생산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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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와 분배의 문제는 개별 최 화 방안의 모색이

아닌 통합 으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야 된다.

[Fig. 1] Supply Chain Management Model

[Fig. 2] Specific Problem Situation

[Fig.2]는 공 사슬 리의 특정 문제 상황에 한

시를나타낸것이다.수요그룹I(DemandGroupI)의요

구량은사각형제품3개,삼각형제품1개이며 수요그룹

J(DemandGroupJ)의요구량은사각형제품1개,삼각형

제품2개로수요그룹의총수요는7이며이는양산제품

을 생산하는 생산자단계(공 자,공장)의 총 생산용량

(MaximumCapacity=5)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산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계에서는 사각형과 삼각

형의제품을총생산용량인5개이내에서어떻게생산해

야하는지에 한문제가발생되며이와함께생산된제

품을수요그룹I와수요그룹J로공 할때우선순 사항

과변수를고려하여배송할제품양 한선택해야하는

문제가발생하게된다.즉,특정기간의수요요구량이생

산자단계의Capacity보다많거나혹은 은경우가발생

할 때 공 사슬모델의 최 화를 해서 각 각의 공 자

와 공장의 생산량 결정의 문제는 제품별 생산용량의 결

정 문제와 분배계획 결정 문제로 통합된다.본 연구에서

는 이와 더불어 향후 공 되어질 제품에 한 재고비용

수요 불충분 비용,배송비용 등과 같이 많은 변수를

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2.1 수요 그룹(Demand Group)

본 연구에서 수요그룹은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하여공장의생산용량을기 으로변동하는수요를가

진다고 가정하 다. 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Product1과Product2가있다고가정했을때수요그

룹은단 기간(Periodi)마다변동하는수요를가지게된

다.본연구에서는수요는공장-공 자단계의 생산용량

을 기 으로 변동성을 가진다고 고려하 다.

<Table 1> Month 1  Month 5 Fixed Demand 

M1 M2 M3 M4 M5

Demand1
Product1 30 70 80 50 40

Product2 70 30 - 50 70

Demand2
Product1 50 30 120 10 60

Product2 50 70 30 10 60

Demand3
Product1 10 40 50 90 90

Product2 90 60 60 80 -

Sum 300 300 340 290 320

<Table1>은 각 수요그룹별 Month1에서 Month5

까지 확정된 수요정보의 시를 나타낸 것이다.생산그

룹의 단 기간 생산 용량을 300이라고 가정했을 때

Month1과 Month2의 경우 수요를 100%충족시켜

수있지만Month3과Month5의경우수요가생산용량

보다많아지고Month4의경우수요가생산용량보다작

게되는데공장–공 자단계에서 와같은문제가발생

하 을 때 수요를 만족시키기 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와 더불어 특정 단 기간에서

의수요그룹의재고와수요불충분은다음기간에도 향

을 미치게 된다는 도 고려하여야 한다.만약 수요그룹

에의해확정된수요정보기간이변수들의큰변화폭으

로 측기간이 매우 짧아질 경우도 상할 수 있다.

<Table2>는 Period1에서 Period4에 한 확정된

수요정보를나타낸것이다.하지만<Table1>과다르게

Period2에서Period4까지는DemandGroup의수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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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폭이커서수요정보를확정할수없음을나타낸다.

와 같이 확정된 단 기간의 길이가 짧다면 수요 측의

기간이 소해지며 공 사슬 리에서 최 화 운 방안

은다기간확정된수요정보와다르게고려해보아야할

것이다.

<Table 2> Month 1  Month 2 Uncertain Demand 

M1 M2-M5

Demand1
Product1 30

Undecided

Product2 70

Demand2
Product1 50

Product2 50

Demand3
Product1 10

Product2 90

Sum 300 300

2.2.2 생산자 단계(Factory / Supplier)

수요그룹을통해만들어진수요정보는완성된제품을

제작하는공장과원재료 반제품을제공하는공 자에

게로제공되어수요그룹의수요를충족시키기 한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생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생산

자단계들은다양한제약사항과변수를고려하여최 화

된 생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Table 3> Factory  Supplier Production Plan

Capa M1 M2 M3 M4

Factory1
Product1

100
10 50 - -

Product2 90 50 100 100

Factory2
Product1

80
40 50 80 40

Product2 40 30 - 40

Factory3
Product1

120
60 120 60 100

Product2 60 - 60 20

Sum 300 300 300 300 300

Supplier1
Raw1

120
60 40 - 20

Raw2 60 80 120 100

Supplier2
Raw1

180
90 100 180 120

Raw2 90 80 - 60

Sum 300 300 300 300 300

<Table3>는 수요그룹에서 확정된 수요정보를 바탕

으로 운 가능한 생산자단계에서의 생산계획을 나타낸

다.공장과공 자는가용할수있는생산용량을기 으

로 각 단 기간별,제품별 생산계획을 세우게 된다.

각 공장과 공 자는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해서 수

요그룹의수요조건충족에 한변수를 악해서생산계

획에 반 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생산계획 수립을 해

서는분배계획수립시요구되는제약사항 변수를함

께 고려해야 한다.기존의 선행 연구와 같이 생산자단계

에서생산계획을결정하기 해서는분배계획과함께통

합 인 에서고려하는것을기 으로본연구에서는

분배계획 외에도 수요변수들도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결

정하도록 하 다.그 이유로 특정 기간의 수요는 생산자

단계에서의용량과분배계획에따라서다음기간의수요

에도 향을 미친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생산 분배계획을 결정

하기 해서분배비용과 련된변수와수요비용과 련

된 변수를 핵심 으로 고려하도록 하 다.여기서 생산

련 직 비용은 용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양산공장

에서는 고정된 생산비용 보다 변동하는 분배비용

(DistributionCost)와수요비용(DemandCost)에 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Fig.3]을 보면 분배비용은 rod를 심으로 발생되며

공 자i와공장i를연결시켜주는Disti와공장i와수요

그룹 i를 연결시켜주는 Distj가 존재한다.Disti와 Dist

j는 특정 범 내에서 변동하는 비용을 가진다.Disti와

Distj는 설정된 Unit당 배송비용을 부과하게 되며 분배

련 변수만 고려할 시 공 사슬 리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는 rod를 선정하게 된다.

[Fig. 3] Distribution cost

공 사슬 리에서 분배비용만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rod로 몰림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Fig.4]와 같은 재고 수요불충분의 비

용은 된 수(비용)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

다.먼 기간 1(Period1)에 생성된 수요를 공장용량의

부족 는특정제약조건에의해충족시켜주지못했을경

우 기간 2에서 YCost(특정가 비용)을 받게 된다.만약

Week1Demand가공장용량의부족 는특정제약조건

에 의해서 다시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기간 3에서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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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뿐만이 아니라 RCost(특정가 비용)를 받게 된다.

분배비용과수요비용의설정은알고리즘을진행해나

감에있어서분배비용과수요비용의Tradeoff에있어서

올바른 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 다.

[Fig. 4] Demand cost

2.3 가정 및 제약사항

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 제약사항을 가

진다.

첫째,각 단 공 자의 용량의 합은 각 단 공장의

용량의합보다크다.이는단 공장는충분한원재료를

공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단 공장의용량의합은각기한마다고객이요

구하는 수요량보다 많을 수도, 을 수도,혹은 같을 수

있다.이는 고객의 수요량은 일정범 내에서 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공 자와 공장,그리고 공장과 고객 간의 물류

흐름이발생할시설정된Unit(Lots)단 로이동되며각

단 공 자와공장,고객에게제품의이동이발생할시

비용은 같지 않다.

넷째,본 공 사슬 리에서의 제품의 수는 다 제품을

생산하는 Multi-Product이며 공 자와 공장은 생산할

수 있는 용량 내에서 나 어 생산할 수 있다.

다섯째,고객이요구하는제품의수역시다제품이며

각 단 기간에서 고객의 수요량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

나,혹은 과충족(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의 종류,고객

의 종류,수요량 충족 혹은 과충족(재고)에 따라 발생되

는 비용은 다르다.

3. 실험 및 적용결과

3.1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

본 연구 문제에서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기 한

기본 인 차는 다음과 같다.먼 공 사슬문제를 유

자타입으로 변환하고 교배(Crossover)와 돌연변이

(Mutation)을 거쳐 집단세 수를 늘린다.이후 평가함수

를 통해 유 자를 선별하고 다시 반복하는 차이다.알

고리즘의 반복은 설정된 최 세 수까지 이루어진다.[5]

유 자 알고리즘의 용을 해서는 실제 문제를 유

자 형식으로 재생성하는 것이 요하다.어떻게 문제

를유 자타입으로재생성하는가에따라문제해결의시

간과 최 화의 값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

에서 유 자 표 에 있어서 입력될 정보는 제품별 생산

용량 결정과 제품별 분배계획이다.유 자의 표 은 실

수코딩의장 을바탕으로하 다.[8]하지만특정알고

리즘 단계에서는 실수 코딩의 제약으로 이진수 코딩을

병행하도록 하 다.

<Table 4> Geno Type

Product P1DP P2DP

P1 P2 DG1 DG2 DG3 DG1 DG2 DG3

F1

PP
85 15 30 48 7 10 3 2

F2

PP
63 17 4 14 45 6 5 6

F3

PP
4 116 2 0 2 29 47 40

<Table4>는 공장-수요그룹의 단계를 유 자타입으

로 용한 시이다.F는공장,P는제품,DG는수요그룹

의 약자이다.먼 1~3열은 각 공장의 제품별 생산량을

나타낸다.공장 1은 제품 1을 85unit,제품 2를 15unit생

산하게 된다.4~9열은 각 제품별 분배계획을 나타낸다.

공장1에서생산된제품1은수요그룹1에30unit,수요그

룹2에48unit,수요그룹3에7unit을공 하게된다.제품

2의경우 수요그룹1에10unit,수요그룹2에3unit,수요

그룹 3에 2unit을 공 하게 된다.

와 같이 생성된 유 자타입은 분배변수 수요변

수에의해평가받게되며평가된유 자는 합도 정

을 거쳐 우수한 해를 가지는 유 자를 추출하게 된다.

<Table5>는각공장에서생산된제품을수요그룹에분

배하는 비용에 한 시이다.분배비용의 경우 특정 범

에서 기간별,제품별 변동성을 가지게 설정하 다.

수요변수는재고비용과수요불충분비용으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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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수요를100%로충족시켜 시비용은발생하지않

는다.

<Table 5> Describe The Distribution cost 

P1DP P2DP

DG1 DG2 DG3 DG1 DG2 DG3

F1 10 20 15 5 6 17

F2 7 5 12 20 6 7

F3 9 11 8 10 11 17

재고비용과 수요 불충분 비용은 그 요도에 따라 다

르게 설정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분배비용과 동일하

게 특정 범 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Table6>는 수요충족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시를 나

타낸 것이다.

<Table 6> Describe The Demand cost

InventoryCost DissatisfactionCost

P1 P2 P1 P2

DG1 10 12 20 21

DG2 9 11 30 40

DG3 17 8 25 31

유 자알고리즘의구 을 한Parameter설정은아

래의 <Table7>와 같이 설정하 다.최 랜덤하게 공

사슬문제가 유 자타입으로 Size10이 생성되며 교차

와 돌연변이를 통해 집단의 크기가 Size13으로 완성된

다.집단의 크기 내에서 평가함수를 통해 우수한 유 자

타입이 추출되며 반복에 의해 실행되는 최 세 수는

1000으로 설정하 다.

<Table 7> GA Parameter 

PopulationSize 13

MaximumGeneration 1000

CrossoverProbability 0.13

MutationProbability 0.08

GA평가함수의경우본연구에서는분배비용과수요

비용의 합으로 설정하 다.특히 각 평가지수들의 값을

보정해주고 요도에 따라 가 치를 설정할 수 있는 변

수 α와 β를설정하여특정조건에치우치지않도록하

으며경우에따라서각각의 요도에맞게특정가 치

를 수 있도록 하 다.

GAfitnessFunction=

(DistributionCost*α)+(DemandCost*β)

3.2 Type 1

확정된 수요정보의 기간과 변동에 따라 유 자 알고

리즘의유 자타입과 용 차에있어서2가지알고리즘

을고안하여수립하여보았다.유 자타입과 용 차에

변형을 이유는다음과같다.첫째,결정된수요의정보

기간의차이다.수요정보의기간의차이가있을때최

화를탐색하는유 자알고리즘을변형하여탐색의차이

를두고자하 다.둘째,최 해를찾아내는시간과우수

한 결과의 값을 측하기 해서이다.최 값을 효율

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 자타입의

구성을 다르게 해 보았다.

먼 Type1의경우최 유 자타입생성시생산계

획과 분배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구 하도록 고려하

다.Type1의진행단계는다음과같다.먼 생산계획과

분배계획을동시에랜덤으로생성한다.생산계획과분배

계획은생산자단계의생산용량을기 로하여분배계획

까지 랜덤하게 생성된다.다음으로 생성된 생산 분배

계획을바탕으로교차와돌연변이를통해유 자조작을

실행한다.이후 생성된 유 자타입을 바탕으로 평가 함

수를 통해 유 자의 합도 계산한다.이후 평가함수로

계산되어진 값을 기 로 룰렛모델을 이용하여 유 자를

선택하며설정된최 세 수에도달하기까지반복한다.

[Fig. 5] Type 1 GA Procedure 

[Fig.5]은 Type1의 유 자 알고리즘 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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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ype 2 GA Procedure  

Type1의 경우 생산계획과 분배계획을 동시에 생성하여

이를유 자타입으로생성하여교차 돌연변이를거쳐

세 수를늘려가며우수한유 자를찾아내는것이핵심

이다.즉 생산계획과 분배계획을 하나의 통합된 유 자

타입으로설정하여통합된후보군내에서교차와돌연변

이를 실행하고 분배비용 수요비용의 평가를 통해 최

세 수까지진화시켜최 화된유 자타입,즉최 화

된 공 사슬 리 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Fig.6]

은 실제로 용된 유 자타입의 시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Type 1 Geno Type

3.3 Type 2

확정된Type2의경우분배계획은생산계획에종속된

다고가정아래유 자알고리즘운 차를고안하 다.

먼 생산계획을생산자단계의제약에맞춰랜덤으로

생성한다.이후생성된생산계획을바탕으로분배계획의

후보군을랜덤으로생성한다.이후생산계획은고정시켜

두고 분배계획의 후보군을 바탕으로 교차와 돌연변이를

바탕으로 유 자 조작을 실행한다.이후 평가 함수를 통

해유 자의 합도값을계산하며룰렛모델을이용하여

유 자를선택한다.최 입력된최 세 수에도달하기

까지 분배계획의 후보군을 계속탐색하며 도출된 최

분배계획 비용을 바탕으로 생산계획 유 자 선택한다.

분배계획의최 화도출단계를거친생산계획을교차와

돌연변이를 통해 유 자 조작을 실행하며 최 세 수에

도달하기 까지 반복한다.

[Fig.7]은 Type2의 유 자 알고리즘 운 차를 나

타낸다.먼 최 유 자타입은 공장의 생산 용량에 맞

춰 교차와 돌연변이를 거친 생산계획을 수립한다.수립

된 생산계획 유 자타입을 바탕으로 분배계획을 수립하

게 되며 최 화된 분배계획을 찾기 해 교차와 돌연변

이를시행후분배비용 수요비용을평가하게된다.평

가된생산계획 분배계획가운데우수한유 자타입을

추출하게 되며 이를 다시 유 자 평가에 반 하여 기존

생산계획유 자타입의탈락과유 자조작을거쳐최

화된 생산계획 분배계획의 후보군을 찾게 된다.[Fig.

8]은실제로 용된Type2의유 자타입의 시를나타

낸 것이다.

[Fig. 8] Type 2 Geno Type

4. 실험결과

본 연구는 MATLAB을 이용하여 실험하 으며 운

환경은IntelCorei52.50GHzRAM4.00GBDesktop에서

실시하 다.

실험을 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해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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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입력데이터 생산 용량을 살펴보면 공 자와

공장의경우800과1000,그리고1200의생산용량을임의

로 갖도록 하 다.앞서 가정 사항에서도 설명되었지만

공장은 충분한 원재료를 공 받을 수 있다고 설정하

다.수요그룹의경우Random하게특정수요를확정한다

고설정하 다.이와같은설정을통해수요그룹의수요

는생산자들의수요보다커질수도작아질수도있게설

정 하 다.공 자와 공장,그리고 공장과 수요그룹간의

배송비용은 Random한 범 의 변동하는 값을 가진다.

수요 련비용설정의경우다음과같다.먼 수요그

룹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공장에서 과 공 할 경우 특정

재고비용이발생하도록설정하 다.만약공장에서수요

그룹에게제품을부족하게공 할경우수요부족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유 자 알고리즘의 평가에 있어서 같

은 비용이라도 본 연구에서는 수요충족을 우선시하 기

때문에 재고비용의 제곱으로 계산되도록 하 다.

4.1 Type 1 실험결과

Type1의실험결과로[Fig.9]은Type1의유 자알

고리즘 세 수에 따라 찾아낸 최소값을 나타낸다.실험

결과 약 320번째 세 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실험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Fig.10]은 Type1의 실험결과에 한 공 사슬 리

운 방안으로 기간별 생산계획과 분배계획,그리고 수

요 응결과에 해서 나타낸다.먼 각 기간별 제품 생

산 계획이 도출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분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수립된 생산 계획에 맞추어 기간별 수요

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 나타내어진다.

[Fig. 9] Type 1 Result Graph

[Fig. 10] Type 1 Result

4.2 Type 2 실험결과

Type2의 실험결과로 [Fig.11]은 Type2의 유 자

알고리즘 세 수에 따라 찾아낸 최소값을 나타낸다.실

험결과 약 640번째 세 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실험결과

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Fig. 11] Type 2 Result Graph

[Fig.12]는 Type2의 실험결과에 한 공 사슬 리

운 방안으로 기간별 생산계획과 분배계획,그리고 수

요 응결과에 해서 나타낸다.

[Fig. 12] Type 2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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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1 Type2

Cost Time Cost Time

Problem

1

Min 77432 242 64897 958

Avg 78546 243 68597 960

Max 85876 244 72213 962

Problem

2

Min 155534 245 147688 2128

Avg 164533 247 150231 2130

Max 189873 248 160312 2133

Problem

3

Min 333939 252 322638 4300

Avg 349780 253 333002 4301

Max 369865 254 346453 4303

<Table 9> Result 

4.3 실험결과 비교

실험결과비교를 한문제의확장은<Table8>와같

이 확정된 Demand기간을 늘려가면서 설정하 다.

<Table 8> Problem Setup

Problem Demandi

1 4

2 8

3 16

<Table9>는각문제당실험결과를나타낸것으로비

용(Cost)와 시간(Time)을 심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앞서설명한 로비용은제품의분배비용과수요비용

의 합을 나타내며 비용이 으면 을수록 우수한 공

사슬문제의 해를 나타낸다.

시간은 해를 구하기 해 실행한 유 자 알고리즘의

구 시간을 나타낸다.시간의 단 는 로 설정하 다.

실험은Type1과Type2알고리즘을각문제의설정

마다 20번씩 반복 실시하여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수치비교결과 Type1의 경우 문제가 확장되더라

도 시간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Type2의 경우 문제가

확장되면서 계산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최 비용 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Type2가 Type

1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수요가 공 에 비해 변동하는 폭이 다양함

을 가정하고 생산자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 제품임을

고려할 시의 공 사슬 리 문제로써 구체 으로 생산계

획과 분배계획의 최 화된 운 계획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배송비용과 더불어 수요비용을 설정하여 통합 인

최 화 방안을 모색하 다.

본연구는공 사슬 리의통합성과정교한알고리즘

의 계발을 해서 Type1과 Type2로 나 어 2가지의

공 사슬 리 유 자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연구결과

를 토 도 살펴보면 통합 을 가지는 Type1의 경

우 수요확정기간이 늘어날수록 공 사슬문제 계산 시간

에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나타났다.이는 생

산계획과 분배계획을 통합하여 계산하기에 나타난 결과

이다.Type2의경우생산계획의수립후각생산계획마

다 최 의 분배계획을 구하기 때문에 Type1에 비해 공

사슬문제계산시간에있어서많은시간이걸리지만실

험결과를통해나타난알고리즘의정교함을보았을때는

Type1에 비해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었다.

실험결과를 통해 공 사슬문제의 최 화를 해서는

수요 측범 와길이에따라최 알고리즘은진행 차

와 세부실행 요건에서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알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제품과공 사슬의단계를고정시켜주

고 수요기간을 조 하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복

잡한 공 사슬 리 모형을 용해 실 인 제약 조건

들과 다양한 변수들을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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