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재구성형 제조 셀을 포함하는 유연 개별공정에서의
의사결정나무 기반 실시간 스케줄링
Decision tree based real-time scheduling

for flexible job shops with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cells 
*#이동호 1, 권용주 1, 유재민 1, 도형호 1, 신정훈 1, 남성호 2

*#D.-H. Lee(leman@hanyang.ac.kr)1, Y.-J. Kwon2, J.-M. Yu1, H.-H. Doh1, J.-H. Shin2, S. H. Nam2

1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협업센터

Key words : Real-time scheduling, Flexible job shop, Decision tree,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cell 

Fig. 1 Decision tree based real-time scheduling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이 가능한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cell (RMC)을 포함하는 유연개별공

정(flexible job shop)에 대한 실시간 스케줄링 문제

를 다룬다. 여기서, 대상 유연개별공정은 각 제품이 

RMC 혹은 기존 개별공정에서 가공이 가능한 형태

로 다중 공정계획(multiple process plan)에 따라 제

품가공이 가능하다. (다중 공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h et al. (2011)을 참조) 그리고 실시간 

스케줄링이란 주어진 가공품목들을 대상으로 일

정계획을 수립하는 정적인 경우가 아닌 가공품이 

연속적으로 시스템에 도착하는 동적인 경우에 대

한 스케줄링을 의미하며 특히 시스템 변동 발생 

시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케줄

을 생성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실시간 스케줄링에 관한 기존연구는 시뮬레이

션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시스템 

변동 발생 시 다양한 우선순위 규칙의 성능을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한 우선

순위 규칙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기반 실시간 

스케줄링의 경우 시뮬레이션 대신 의사결정 나무

를 이용하여 우선순위규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사결정 나무 기반 실시간 스케줄링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Choi et al. (2011)과 Lee et al. (2012)가 

있는데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RMC를 포함하

는 유연개별공정에 대한 의사결정 나무 기반 실시

간 스케줄링 체계를 제안하며그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2. 의사결정나무 기반 실시간 스케줄링 

아래의 Fig.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사결정

나무 기반 스케줄링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하는 체계는 세 

개의 주요한 요소로 로 구성되는데 간략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Ÿ 생성 모듈(construction module): 시스템 상태/구
성 및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

석 결과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생성

Ÿ 스케줄링 모듈(scheduling module): 선택된 재 

스케줄링 전력 하에 생성된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우선순위 규칙 결정 

Ÿ 저장 모듈(storage module): 시스템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규칙들의 목적함수별 결과, 시스템 구

성/상태 등 의사결정나무를 생성 및 적용에 필

요한 정보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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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cision tree for mean flow time

Mean
Flow Time

Mean
Tardiness

FIFO 34.7 201.7
SPT 21.5 53.2
CR 0 31.2

MDD 10.2 3.2

DT
based

10000 11.0 1.2
25000 15.7 1.9
50000 19.2 4.4

Table.1 Test results3.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하나의 우선순위 규칙을 

사용한 스케줄과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생성

된 스케줄의 목적함수 값을 비교하였다. 사용된 

목적함수는 평균 흐름시간 및 평균 납기지연이며  

비교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relative performance 
ratio를 사용하였다.

100⦁(Ca – Cbest)/Cbest

여기서, Ca는 스케줄링 방법 a를 사용한 목적함수 

값을 Cbest는 모든 방법들 중 가장 좋은 목적함수 

값을 나타낸다. 본 실험을 위해 시스템 내 기계의 

수는 60대(RMC 1대), 10~30개의 가공품목을 대상

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먼저, 생성 모듈을 통하여 생성된 의사결정 나무

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Fig. 2 와 같다. (의사

결정나무 생성 알고리즘은 Kwon et. al. (2013)을 

참조) 이 의사결정 나무의 경우 주어진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장 하위 단계에서 적절

한 우선순위 규칙을 준다. 

다음으로, 재 스케줄링 전략으로 일정기간마다 

스케줄을 변경하는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재 스케줄링 시점은 10000, 25000, 50000으로 설정

하였다. 
아래의 Table 1은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실험 결과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는 경우가 

하나의 우선순위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전반

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주었다. 평균 흐름시간의 

경우 비록 MDD 보다는 좋지 않지만 다른 우선순위

규칙에 비해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며, 평균 납기지

연의 경우하나의 우선순위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우수한 결과를 주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RMC를 포함한 셀 기반 유연 개별

공정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기반 실시간 일정계획 

체계를 제안하고 간단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방향으로는 다양한 의사결정나무의 생

성 및 적용, 예를 들어 실운용 중 발생한 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의 갱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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