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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introduce a pilot's scheduling model which is able to maintain and balance their capabilities for each relevant 
skill level in military helicopter squadron. Flight scheduler has to consider many factors related pilot's flight information and 
spends a lot of times and efforts for flight planning without scientific process depending on his/her own capability and experience. 
This model reflected overall characteristics that include pilot's progression by basis monthly and cumulative flight hours, operational 
recent flight data and quickly find out a pinpoint areas of concern with respect to their mission subjects etc. There also include 
essential several constraints, such as personnel qualifications, and Army helicopter training policy’s constraints such a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e presented binary Integer Programming (IP) mathematical formulation for optimization and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by comparisons of real schedule versus model's solution to several cases experimental scenarios and greedy random 
simulation model. The model made the schedule in less than 30 minutes, including the data preprocessing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allocation were more equal than the actual one. This makes it possible to reduce the workload of the scheduler and 
effectively manages the pilot's skills. We expect to set up and improve better flight planning and combat readiness in Korea 
Army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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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대한민국 육군항공[7, 8]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지상
작전의 핵심전력으로써 미래를 대비하여 전반적인 탈바
꿈을 하고 있다. 현재 수리온, 아파치, 기존 노후 헬기를
대체하는 대규모 소형공격헬기 사업 등 신기종 개발과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항공기에 대한 성능개량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 운영부대는 도
입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조종사의 비행기술 숙달과 전투
력 유지의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ee and Shin[3]의 연구에서는 최근 주요 산업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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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케줄링 관련 기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산업군 별로 문제해결에 관련 접근법 기
준인 어플리케이션, 알고리듬 모형화 등을 통한 해결방법
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로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정 및 생산 계획 수
립, 그리고 제품의 운송계획, 최적의 차량경로 및 작업할
당 계획, 조달 공급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IT 기술이 접목
된 다양한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동향을 분
석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분야에서도 최첨단 무기
도입과 연계하여 국방인력의 전투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업은 매우 중요하며 스케줄링과 연계된 최적의 인원 할
당 및 훈련계획 수립도 여기에 해당된다. 육군항공의 핵
심 자원인 조종사 및 최신 무기체계 항공기의 체계적 관
리와 비행계획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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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은 자원을 주어진 작업에 할당하는 의사결정
문제이다. 여러 작업과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스
케줄링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각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 비용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작업에
어떤 자원을 할당할지 결정해야 한다. 항공 스케줄링 문
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와 항로, 조종사와 승무원, 그리고 시간 등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중 조종사 스케줄링은 조종
사들이 기량을 갖추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정한다. 조종사 스케줄링에 항공기, 임무지역, 시
간이 더해지면 비행계획이 된다. 군용 항공기 스케줄링
의 목적은 민간 항공 분야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우
선기준이 되는 것과 달리 조종사의 수준 높고 균등한 전
투기량의 유지를 추구한다. 
기존 연구 중 군용 항공기 조종사 스케줄링에 관한 연

구로 수리모형을 통해 F-5 전투기 일일비행계획을 작성한
Lee[6]는 임무과목별 탑승 간격과 자격별, 임무과목별 탑
승 요구비율을 설정하여 비행 임무별 탑승 간격의 최대화
를 구현하였다. Lee and Seo[4]는 비행, 비상대기, 근무를
포함하는 F-16 단좌 항공기의 주간비행계획을 작성하였
다. 공군에서 운용 중인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관련된 공군의 규정과 제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Lee[5]는 탑승기회 부여와 항공기 대형, 비행
간격 유지를균등하게 하는복좌 전투기일일비행계획모형
을 제시하였다. Hohzaki et al.[2]은 교육훈련과 긴급대기, 
기술유지 순으로 수리모형을 적용하고 순차적인 스케줄링
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용 헬리콥터(SH-60J)의 주간
비행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군용 항공기 조종사 스
케줄링에 대한 유사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의 문제는 해당 항공기 조직, 운영, 관리 그리고 조종
사 훈련과정 등이 상당히 달라 기존 연구모형을 적용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특성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훈련비행장치의 조종사 배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스케줄링 모형을 제시한다.
한편 민간 항공기 조종사 스케줄링은 군용항공기 모형

과 달리 운항노선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배정하는 형태이며
주요 목적은 비용절감 및 승무원들의 균등한 업무 배분에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 Sohoni et al.[10]의 자동화된 최적
화 시스템을 통한 Delta 항공 조종사 자격 인증 교육 스케줄
모형이 있다. 비용에 대한 고려사항 외에도 조종사들이 교
육 일정으로 인해 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스케줄
링을 하기 위해 사후 최적화 휴리스틱으로 변경작업을 반복
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였다. Stojkovic 
and Soumis[11]는 단찌히-울프 분해를 분지한계법에 결합
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선형정수네트워크흐름모형
을 구현하였다. 동시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비행

취소와 지연 등 수정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만큼 조종사 스케줄링은 문제의 일부분으로써 취소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Rusdian et al.[9]은 인도네시아 Garuda 항공 조종사들 사이
의 비행시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휴리스틱 기법을 사용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Scatter 탐색 알고리듬을 수정하여 사
용하였으며 기존의 방식보다 나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러나 기장․부기장의 구분 외에는 반영된 자격사항이 없으
며 비행시간, 배정횟수, 총 인원, 나이의 합 등 간단한 제약
조건만반영되었다. 작업별로다른자격을필요로하는 스케
줄링에 대한 연구로는 Hochdorffer et al.[1]의 인체공학적
측면과 자격유지를 고려한 단기간 직원 스케줄링이 있다. 
선형계획법 기반 휴리스틱 모형을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에서 테스트하였으며 여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들이
작업마다다른요구자격에 맞게배정되도록하였다. 그러나 
자격 사항이 유무(0 또는 1)로만 표현되어 복합적인 자격이
나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주로 복잡한 제약사항을 다
루기 위해서는 최적화 수리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기존 연구 바탕으로
육군의 헬리콥터 운영 조직의 다양한 제약조건을 포함하
고 조종사 기량 향상을 스케줄링 모형에 대해 제시하고
실험을 모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문제 정의

2.1 운영 일반(AS-IS)

<Table 1>의 일일비행계획 예시에서 첫 번째 열의 비행
편은실비행(F#)과시뮬레이터비행(S#)으로구분되며항공기, 
조종사, 임무 및 비행시점 등을 포함한다. 본 문제는 배정
가능한 항공기(A#)와 주임무조종사(Pilot, P#), 임무조종사
(Co-Pilot, P#)를 대상으로 비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Table 1> Example of Flight Scheduling

No.
Aircraft
(grade)

Pilot
(grade)

Co-Pilot
(grade)

Mission
(grade)

Time

F1 A01(A) P24(A) P35(D) M5(A)
DayF2 A29(C) P17(B) P36(C) M1(C)

F3 A33(A) P44(B) P48(B) M1(C)
F4 A11(A) P26(A) P28(C) M2(C)

Night
F5 A15(A) P8(A) P12(C) M2(C)
No. OPER Pilot Co-Pilot Mission Time

S1 P36 P32 P33 M7
Simulator

S2 P40 P43 P49 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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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Scheduling Process 

<Figure 1> Flowchart for Manual Scheduling Process

현재 이러한 조종사 배정스케줄링은 별도의 지원도구
없이 스케줄러의 경험과 직관적인 분석으로수행되고 있
다. 또한 육군항공 특성상 기상변화나 지원 임무 등의 이
유로 변경이 잦아 계획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한 상황이다. <Figure 1>의 순서도는 실제 현장의 숙련된
스케줄러가 조종사 배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임무와 조종사 정보 등의 종합적 현
황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따를 수 있
다. 스케줄링의 목적은 다양한 비행과목에 조종사들의 균
등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각 임무의 난이도
에 맞는 조종사 등급 및 자격 확인 외에도 최근 비행일자, 
조종사들의 비행조건 구비, 편중 배정 여부 등의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스케줄러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비행좌석에 배정할 조종사를 선택할 것이다. 모든 좌석에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더 적합한 조종사가 있는지 확인
하여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비행이 많을수록 전체
일정을 고려한 배정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려
우므로 각 비행좌석에 대한 관점에서 더 적합한 조종사로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스케줄러의 기량 차이는 비행계획 작
성 시간과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2 연구 목표(TO-BE)

본 연구 목표는 육군항공대대의 일일 조종사 배정 스
케줄링 과정에 대한 수리모형을 구축하고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Figure 2>는 실제와 모형의 스케줄링 과정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가용 조종사를 판단하고 각 조
종사의 비행시간 및 경과일을 갱신하는 등 데이터를 정
리한 후 초안 작성이 이루어진다. 우선 배정 대상자 유무
와 비행자격, 비행등급, 각 조종사의 비행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스케줄러의 기량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 작성된 초안은 실행 가능한 계획임은 분명하
나 최적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중간 관
리자 검토를 통해 보다 최적에 가까운 또는 최적인 계획
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반면 모형에서는 실제의 데이터를 모형에 맞게 정제

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준비에 시간이 더 필
요하지만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결과를 한
번에 찾도록 함으로써 중간 관리자의 재검토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3 조종사 데이터 일반

본 문제의 모형화를 위해서는 조종사 스케줄링과 관
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데
이터는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
용하였으며 각 조종사의 최종 비행으로부터의 경과일은
일부과목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모형에서는 모든 비행과
목에 적용하고자 비행기록을 가공하였다.

2.3.1 조종사 정보

조종사 기본 정보, 소속 중대, 비행자격 및 세부자격으로
구성된다. 모형은 조종사 기본 정보를 토대로 각 조종사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 비행편에는 주임무조종사와
임무조종사 두 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가급적 같은 중대
조합으로 배정되는 것을 추구하므로 각 조종사의 소속 중대
는 중요한 정보이다.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의 비행자격은
네 가지로 SIP(표준교관조종사 : Standardization Instructor 
Pilot), IP(교관조종사 : Instructor Pilot), PIC(정조종사 : Pilot 
In Command), CP(부조종사 : Co-Pilot) 순이다[8]. 이에 따라
주임무조종사와 임무조종사로 구분되며 각 비행자격은 비
행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세부자격은 비행과목에 따라 필요
한 자격들을 의미하며 같은 비행과목에서도 주임무조종사
인지 임무조종사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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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비행시간

각 조종사별 비행시간은 월간․누적으로 구분된다.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수치가 누적되므로 모형에 그대로 반영하
면 목적함수에서 다른 요소들보다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월간․누적별 모든 조종사
비행시간 총합에 대한 해당 조종사의 비행시간 비율을 구
하였다. 각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전체 비행시간의 10% 
미만을 차지하므로 계산결과는 소숫점 둘째자리부터 시
작하는 값이 된다. 이에 다기준 매개변수의 영향성을 고
려한 스케일링 작업으로 10을 곱하였다. 그러므로 비행시
간 비율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2.3.3 비행경과일

임무과목별 마지막 비행일자로부터 비행계획일까지의
일수를 비행경과일로 한다. 비행시간은 작을수록 배정 우
선순위가 높아지는 반면 비행경과일은 클수록 배정 우선순
위가 높아지므로 반대되는 성질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음수로 취하거나 역수로 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시간이 비율로 반영되어 0부터 1 사이
의 값을 가지므로 비행경과일도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

도록 역수 형태를 취한 비행경과일 함수 

를

만들어 적용하고 그 값을 계산하여 반영한다.

2.3.4 가중치(Weight)
각 비행좌석에는 월간/누적 비행시간이 적고 해당 과목

의 비행일이 오래된 조종사가 배정될 것이다. 월간비행시
간, 누적비행시간, 비행과목별 경과일에 대한 각각의 가중
치를 의미한다. 필요시 세 가지 요소의 비율을 각기 다르
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의도나 부대의 방침이 반영된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스케줄러는 상대적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서 해당 항목의 값에 적합한 조종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한다. 따라서 다기준 의사결정을 위한 가중치
( )를 반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월간
비행시간 가중치    , 누적 비행시간 가중치   
, 비행경과일 가중치  으로 하였다.

2.3.5 벌점(Penalty)
먼저 목적함수 기준의 매개변수값을 최대한 정규화하

여 해당 기준들이 균등하게 고려되도록 설정하였고, 벌점
부분은 특정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일일 2회 비행을 하거
나 소속이 다른 중대와 어쩔 수 없이 함께 배정될 경우
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값이다. 따라서 기본 모형에
서 조종사가 충분한 경우라면 이러한 벌점 부분 반영이
최소화되겠지만 조종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벌점을
감안하여 조종사가 배정되도록 하였다. 모형에서 벌점값
은 모두 ‘1’로 설정되어있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지상근무 우선 조종사 배정 시 벌점
∙ : 조종사 중복 배정 시 벌점
∙ : 낮은 우선순위 중대 조합 배정 시 벌점
∙ : 숙련 조종사 시뮬레이터비행 배정 시 벌점

3. 수리모형

3.1 인덱스 및 집합

조종사 스케줄링 모형에 사용될 인덱스 및 집합에는
실비행편, 시뮬레이터비행편, 시뮬레이터비행편 좌석, 비
행과목(임무), 조종사, 비행중대가 있다.

∙∈ : 실비행편의 인덱스 및 집합
∙∈ : 시뮬레이터비행편의 인덱스 및 집합
∙∈ : 시뮬레이터비행편 좌석 인덱스 및 집합
∙∈ : 모든 비행과목(임무)의 인덱스 및 집합
∙∈ : 조종사들의 인덱스 및 집합
∙∈ : 비행중대의 인덱스 및 집합

3.2 부분집합 및 쌍집합

인덱스집합을 바탕으로 부분집합과 쌍집합이 구성된
다. 부분집합으로는 조종사 집합이 성격에 따라 주임무
조종사의 집합, 임무조종사의 집합, 근무조종사의 집합
등으로 나눠지는 집합들이 있다. 조종사는 1일 1회 비행
을 원칙으로 하나 인원이 부족할 경우 2회 비행을 하기
도 한다. 본 모형에서 조종사 배정여부를 이진변수로 사
용하기에 각 조종사에 대한 복제 조종사(duplicated)를 생
성하여 1일 2회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주임무조종사들의 집합
∙ : 복제된 주임무조종사들의 집합
∙ : 임무조종사들의 집합
∙ : 복제된 임무조종사들의 집합
∙ : 지상근무 우선 조종사들의 집합
∙ : 해당일 비가용 조종사들의 집합
∙ : 해당일 대기근무 조종사들의 집합

또한 각 비행편의 비행과목이나 각 조종사 소속 비행중
대 등 미리 정해져있는 대응관계들을 나타내는 집합쌍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조종사 가 배정되지 않으면 복제
조종사 ′가 배정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쌍집합′ ∈ 
과 배정은 가능하나 같은 중대조합보다 낮은 배정 우

선순위를 지니는 중대조합의 쌍집합′ ∈을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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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임무조종사와 해당 복제 조종사 쌍의 집합, 
 ⊂

∙ : 임무조종사와 해당 복제 조종사 쌍의 집합, 
 ⊂

∙ : 해당일 실비행편과 비행과목 쌍의 집합, 
∈

∙ : 해당일 시뮬레이터 비행편과 비행과목 쌍의 집
합, ∈

∙ : 조종사와 소속 비행중대 쌍들의 집합, 
∈

∙ : 불가피한 경우에만 함께 배정될 중대 조합 쌍의
집합, ′ ∈

∙ : 수동배정된 실비행편, 비행과목, 주임무조종사
의 조합, ∈

∙ : 수동배정된 실비행편, 비행과목, 임무조종사의
조합, ∈

∙ : 시뮬레이터비행편, 비행과목, 오퍼레이터의조합, 
∈

3.3 결정변수

결정변수는각일반비행과시뮬레이터편으로구분, 비행과
목, 조종사, 중대를 기준으로 주임무와 임무 조종사의 배정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변수 그리고 각 비행편에 배정된 조종
사들의 소속 중대를 확인하는 이진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실비행편 , 비행과목 에 주임무 조종사
의 배정여부에 대한 이진변수

∙ : 실비행편 , 비행과목 에 임무 조종사 의
배정여부에 대한 이진변수

∙ : 시뮬레이터비행편  , 비행과목  , 좌석 에
중대  조종사 의배정여부에대한이진변수

∙ : 시뮬레이터비행편  , 비행과목  , 중대  
조종사 가 오퍼레이터로 배정여부에 대한
이진변수

∙′′ : 같은 실비행편 에 배정된 조종사 의 중대
와 조종사 ′의 중대 ′가 낮은 배정 우선
순위의 조합일 가질 경우에 대한 이진변수

∙′′ : 시뮬레이터비행편   좌석 에 배정된 조종
사 의 비행중대 와 해당비행 오퍼레이터
조종사 ′의 비행중대 ′가 낮은 배정 우선
순위의 조합일 경우에 대한 이진변수

3.4 매개변수

매개변수는비행과관련된비행편의임무등급과조종사정
보와 관련된 등급, 자격여부, 비행경과일 등으로 구성된다.  

∙ : 실비행편 의 임무등급
∙ : 각 조종사들의 비행등급
∙ : 각 조종사들의 비행자격
∙ : 조종사 가 야간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 : 조종사 가 해상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 : 조종사 가 정비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 : 조종사 의 월간 비행시간 비율
∙ : 조종사 의 누적 비행시간 비율
∙ : 조종사 의 비행과목 의 경과일

3.5 목적함수

목적함수는 조종사 배정변수에 따라 월간․누적 비행
시간 비율, 각 비행 과목별 경과일 함숫값과 벌점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본 함수는 기본 비행데이터인 월
간․누적 비행시간과 비행경과일 값을 바탕으로 주임무
조종사, 임무조종사 그리고 시뮬레이터에 배정되는 조종
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조종사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벌점 함수가 반영되어 조종사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벌점 대상은 가급적 지상근무 우선하는 조종사, 
일일 2회 배정 조종사, 한 비행편에 같은 중대 조합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minimiz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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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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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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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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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약조건

스케줄링 과정에는 규정과 예규, 지침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사
항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모형에 반영하
는 것이다. 각 제약조건은 어떤 좌석인지, 어떤 비행과
목인지에 따라 만족해야할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 비행좌석에는 한 명의 조종사만 배정된다.

    
∈⋅

 ∀∈ (2)

    
∈⋅

 ∀∈ (3)

    
∈

 ∀∈∩ (4)

조종사가 비행하지 않으면 복제조종사′도 비행할 수
없다.

    
∈

≥ 
∈

′′ (5)

            ∀′∈⋅
    

∈

≥ 
∈

′′ (6)

            ∀′∈⋅
    

∈

≥ 
∈

′′ (7)

              ∀∈ ′∈⋅
오퍼레이터로 지정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비행에는 비행
좌석에 배정되지 않는다.

    
∈

≤ (8)

              ∀∈ ∈

각 조종사는 한 번만 배정될 수 있다.


∈

 (9)


∈

∈≤∀∈

[안전도] 주임무조종사의 비행등급은 해당 비행편의
임무등급보다 높거나 같다.


∈ ∙

≥ ∀∈ (10)

[자격요건] 각 비행편에 배정될 조종사는 해당하는 자
격을 필요로 한다. 자격유무를 나타내는 이진변수가
곱해질 경우에는 1을 가져야 한다. 비행자격과 비행등
급은 필요요건에 따라 해당 값 이상을 가져야 한다.

        
∈∙

′′≥ _ (11)

∀′′ ∈

        
∈⋅

′′  (12)

∀′′ ∈

        
∈⋅

⋅′′≥ _ (13)

∀′′ ∈

        
∈ ∙

′′  (14)

∀′′ ∈

        
∈∙

′′≥ _  (15)

∀′′ ∈

        
∈⋅

⋅′′  (16)

∀′′ ∈

        
∈⋅

⋅′′≥ _ (17)

∀′′ ∈

        
∈⋅

′′≥_ (18)

∀′′ ∈

        
∈⋅

⋅′′≥_ (19)

∀′′ ∈

        
∈⋅

′′  (20)

∀′′ ∈

        
∈⋅

′′≥ _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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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행편의 주임무조종사와 임무조종사의 비행중대가 낮
은 배정 우선순위의 조합일 경우 ′′가 아래 제약식
을 모두 만족하여 1을 가지도록 한다.

′′≤ (22)
     ∀∈ ′′ ∈⋅
′′≤′′ (23)
     ∀∈ ′′ ∈⋅
′′≥′′ (24)
     ∀∈ ′′ ∈⋅

시뮬레이터비행편  좌석의 조종사와 오퍼레이터의 비
행중대가 낮은 배정 우선순위의 조합일 경우 가

아래 제약식을 모두 만족하여 1을 가지도록 한다.

≤ (25)
∀∈ ∈ ′′ ∈⋅
≤′′  (26)
∀∈ ∈ ′′ ∈⋅
≥′′ (27)
∀∈ ∈ ′′ ∈⋅

휴가, 파견, 당직 등으로 가용하지 않은 조종사는 배정되
지 않는다.

  
∈⋅⋅

 ∀∈    (28)

  
∈⋅⋅

 ∀∈    (29)

  
∈⋅

 ∀∈ ∈ (30)

대기임무에 편성된 조종사는 실비행에 배정되지 않으며
시뮬레이터비행만 가능하다.

  
∈⋅⋅

 ∀∈ (31)

  
∈⋅⋅

 ∀∈ (32)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교육비행, 평가비행 등으로 기배정
된 조합을 포함한다.

          ∀∈ (33)
          ∀∈ (34)
          ∀∈ (35)

4. 실험계획 및 결과 분석

4.1 실험계획

조종사들이 비행계획에 균등하게 배정됨으로써 일정한
기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실험을 통해
모형의 성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실험 진행은 제시한
모형의 계산시간 및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고 이후 실제
현장 운영대대의 스케줄과 모형의 결과를 비교한다. 

[Case 1] 모형의 계산시간 및 타당성 검증
[Case 2] 매일의 비행데이터 입력 후 모형의 출력 결과

를 실제 스케줄 결과와 비교
[Case 3] 첫날의 비행데이터를 기준으로 모형 결과를 반

영한 데이터가 갱신되도록 하여 최종 10 근무
일의 결과 비교

결과분석에서는 각 실험에 대해 살핀 뒤 Case 2와 3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실험 환경은 AMD Ryzen5 3600 6-Core@3.60 GHz 프

로세서, 16GB RAM 사양에서 최적화 프로그램인 GAMS 
(CPLEX solver, ver. 25.0.1)를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분석 

4.2.1 Case 1
본 실험에서는 모형의 계산시간인 프로그램 실행시간

을 측정을 측정하고 2장에서 제시하였던 실제 스케줄러
의 비행계획을 상황을 묘사하는 시뮬레이션의 모형 결과
와 수리모형의 결과를 비교한다.
먼저 모형의 계산시간 측정은 문제의 크기를 좌우하

는 일일 비행편 수와 비행대대에 근무하는 조종사의 수
에 좌우된다. 본 논문은 응용 연구로 실제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
범위는 전투기 및 헬기 등의 군용 항공기 비행대대의 크
기는 통상 조종사 50~80명, 비행편 15~40회 정도의 일반
적인 규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2>의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 일반적인 대대 규모인 instance 2의 비행편 수
(20회)과 조종사 수(50명)의 크기에 대한 문제의 계산시
간은 수 분 이내의 결과를 보임으로 제시한 수리모형을
사용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Figure 1>의 실

제 스케줄러의 비행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모의한 에이전
트 기반 NetLogo 시뮬레이션모형을 구성하였다. 여러 스케
줄러가 작성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방법에는 많
은 제한사항이 따르므로 임의로 부여된 데이터를 사용하
여 검증하고자 한다. Wilensky and Rand[12]가 정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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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heduling Time Measurement Results

Instance
Number of flights Number of 

available pilots
Execution time

(sec)Actual flights Simulator Total

1 10 5 15 40 7.5
2 15 5 20 50 13.4
3 20 10 30 60 120.8
4 25 10 35 70 208.8
5 30 10 40 80 1,404.6

ABM은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묘사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링 방법으로 개별 에이전트의 행동을 간단한
규칙으로 코딩하여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
는 실제 스케줄링 과정과 유사한 휴리스틱모형을 구현하
였다. 

<Figure 3> Agent based Simulation NetLogo Model(Instance 

Size, 14 Flights and 50 Pilots)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모형에서 임의로
생성한 각 조종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히 해당 비
행편의 좌석에 배정된 조종사와 무작위로 이동하는 잔여
조종사가 우연히 만났을 때 비교하여 목적함수값을 개선
하게 되면 교체하는 형태로 구현한다. 일정 반복횟수가
지나게 되면 해당 모형은 안정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결
과값을 보고한다. 이후 위 실험에서 임의로 생성된 각 조
종사 정보를 수리모형에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모형의 비교 결과 <Table 3>과 같이 수리모형의 목

적함수 결과값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모
형의 결과의 품질을 나타낸 값은 대략 91%~99%까지 범
위 내에 있으나 조종편의 수와 조종사의 수가 증가할수
록 품질 및 성능은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을 통
해 실제 현장의 스케줄링 상황을 묘사하여 실행한 결과

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리모형 결과를 볼 때 타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Comparisons of Two Models

Instance

Objective Function Value The coincidence
to opt model

(unit : %) NetLogo 
Optimization

Model

1 16.427 15.922 97.0
2 12.759 11.720 91.9
3 17.872 17.446 97.6
4 13.749 13.604 98.9
5 17.387 17.229 99.1

4.2.2 Case 2
매일의 비행데이터를 모형에 반영하여 각 조종사의

총 배정횟수 변화를 자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Figure 
4>에서 두 개의 막대그래프는 각각 실제와 모형의 배정
횟수를 의미하며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낸 월간․누적 비행
시간을 분석에 참고할 수 있다. SIP&IP 그룹의 경우 비
행시간이 많은 23번, 10번, 24번 조종사는 배정횟수가 줄
었고 상대적으로 비행시간이 적은 9번, 38번은 늘어났다. 
월간 비행시간이 가장 적은 25번 조종사는 높은 배정횟
수를 유지했고 월간 비행시간은 많지만 누적 비행시간이
적은 40번 조종사는 조금 더 배정되었다. 월간 비행시간
과 누적 비행시간이 모두 적은 6번 조종사는 비행횟수가
높은 편임에도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그룹
또한 SIP&IP와 마찬가지로 비행시간이 적은 사람은 실
제에 비해 배정 횟수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은 줄었는데
SIP&IP 38번 조종사와 PIC 26번 조종사, CP(A&B) 18번
조종사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월간 비행시간이
적음에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비행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모형에서 여러 번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
다. 반대로 CP(A&B) 31번 조종사는 비행시간이 큼에도
실제 데이터에서 여러 번 배정되었으나 모형에서는 배정
되지 않았고 SIP&IP 24번 조종사와 CP(C) 21번 조종사
는 배정횟수가 크게 줄었다. 이런 조종사들을 찾아내는
것이 모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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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the Number of Assignments by 

Pilot with Flight Time(Case 2)

<Figure 5> Comparison of the Number of Assignments by 

Pilot with Flight Time(Case 3)

4.2.3 Case 3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각각의 실제 비행데이터를 모형에

넣었으므로 모형의 배정결과가 비행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실험에서는 첫날 비행데이터만 모형에
넣은 뒤 도출된 결과를 연속적으로 데이터에 반영하였으므
로 모형의 배정결과에 따라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달라진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 근무일의비행계획을작성하였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10일간의
총 배정 횟수 변화를 자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Figure 
5>와같이세번째실험은비행시간의영향을받을뿐아니라
대체로비슷한횟수의배정이이루어짐을알수있다. 모형의
결과가 다음 날 데이터에 반영되어 갱신되므로 한 조종사가
계속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험의 10일차 데이터는 모든 결과가 누적된

값이므로 모형의 성능을 가장 잘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실제와 모형의 10일차 데이터 비교를 통해 세부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Figure 6>과 같이 SIP&IP 그룹의 경우 최
댓값은 비슷하였으나 최솟값이 커져 전체적인 범위가 좁아
진 결과를 보였다. 표준편차는 1.8 정도 줄어 가장 큰 변화
를 나타냈는데 이는 주임무조종사의 편중 임무 부여를 지
양하는 육군항공의 비행 편성 지침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PIC 그룹은 최댓값과 최솟값이 모두 변함으로써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결과를 나타냈고 0.8 정도의 표준편차 차이를
보였다. CP(A&B) 그룹 또한 PIC 그룹과 마찬가지로 최댓
값과 최솟값 모두 변하였으며 표준편차는 0.6 정도 줄었다. 
CP(C) 조종사는 다른 세 그룹과 달리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하는 조종사의 수가 가장 많고 각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럼에도 표준편차에서 근소하게나마 0.3 정도 차이를 나타
낸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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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oxplot of Pilots’ Monthly Flight Time(10th Day)

<Table 4> Comparison of Real and Case 2, 3 Allocations

　 SIP&IP PIC
Ground
(Pilot)

CP
(A&B)

CP
(C)

CP
(D)

Ground
(Co-pilot)

Real 4.750 2.000 0.500 1.571 2.077 3.714 1.400 
Case 2 4.375 2.111 1.000 1.143 2.385 4.143 1.600 
Case 3 4.500 2.222 1.000 1.714 2.154 4.286 1.000 

3.2.4 Case 2&3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 그리고 실제 배정횟수를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성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Table 
4>는 각 경우를 자격별로 구분하여 평균 배정횟수를 나타
낸 것이다. 
주임무조종사의 경우 실제에서 SIP와 IP 조종사에 다

소 편중되어 있었던 횟수만큼 모형에서는 PIC 조종사에
배정되었다. 임무조종사의 경우에는 지상근무 우선 조종
사들의 배정횟수가 낮아진 만큼 교육대상자인 D등급 CP 
조종사들이 실제보다 시뮬레이터비행의 기회를 더 얻었
으며 A,B등급과 C등급 CP 조종사 모두 배정횟수가 올라
가고 둘 사이의 격차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7> Comparison of Assignments for Each Pilots

<Figure 7>은 SIP&IP 조종사들의 배정횟수(막대그래
프)와 비행시간(꺾은선그래프)을 나타낸 것이다. 6번 조
종사는 월간․누적 비행시간이 적어 배정횟수가 가장 높
고 24번 조종사는 월간 비행시간이 높아 모형에서는 상
대적으로 배정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제시한 모형은 동일 동급에서 조종사별 누적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타 조종사에 비해 많은 경우 배정횟수를 감
소시키고 반대의 경우는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10 근무일간의 스케줄만을 고려하
였으나 지속적인 스케줄링으로 비행정보가 갱신될 경우
각 조종사별 비행시간이 균등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
종사의 일정한 전투기량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육군항공대대의 향후 다양한 최
신 군용헬기 도입과 추진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
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일
환으로 조종사 기량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취
지로 시작되었다.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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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형을 구성하고 스케줄러의 경험에 의존한 작업과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종사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종사 배정스케줄링 모형
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스케줄러의 능력에 상관없이
일관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사항을 반영하면서 조
종사들이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모형을 설계하고 구
현하였다. 
제시된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비행대대

의 비행데이터 가공하여 모형에 적용한 결과와 실제 비
행계획을 비교하였고 비행시간에 따라 모형의 배정에 대
한 조종사의 데이터 향상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행에 배정되
지 않은 조종사나 비행시간이 많음에도 계속 배정되고
있는 조종사를 찾아내는 성과를 보였다. 모형의 결과를
데이터에 반영하여 갱신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배정 횟
수가 비행시간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실험에
비해 더 좋은 배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일 장기간 제시된 연구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보다 가
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모형을 기초로 육군항공의 조종사정보관리체계에

반영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함께 최적의 비행계획
수립이 병행된다면 조종사 전투력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비행별 필요 등급
외에 현장의 추가적인 제약조건인 안전도나 조종사의 건
강상태, 성향 등 수치화되기 어려운 요소들에 대해 사람
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사용자 친화적
인 데이터 입출력이 반영된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대
한민국 육군 항공대대의 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보다 체
계화된 비행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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