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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hicle routing problem is one of the vibrant research problems for half a century. Many studies have extensively studied 
the vehicle routing problem in order to deal with practical decision-making issues in logistics. However, developments of new 
logistics strategies have inevitably required investigations on solution methods for solving the problem because of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inherent constraints in the problem. For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a simulated annealing (SA) algorithm 
for a variant of vehicle routing problem introduced by a previous study. The vehicle routing problem is a multi-depot and multi-trip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multiple heterogeneous vehicles restricted by the maximum permitted weight and the number of 
compartments. The SA algorithm generates an initial solution through a greedy-type algorithm and improves it using an enhanced 
SA procedure with three local search methods. A series of computational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heuristic and several managerial findings are further discussed through scenario analyses.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A algorithm can obtain good solutions within a reasonable computation time and scenario analyses show that 
a transportation system visiting non-dedicated factories shows better performance in truck management in terms of the numbers 
of vehicles used and trips for serving customer orders than another system visiting only dedicated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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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차량경로문제는 Dantzig and Ramser[4]에 의하여 소개
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최 화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하나이다. 차량경로
문제가 학계로부터 범 하게 연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문제가 지니는 학술  가치의 요성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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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로문제에서 다 지는 의사결정 문제가 다양한 산

업 역의 물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물류분야의 
신과 로벌화는 산업계로 하여  새로운 물류 리 방법

의 필요성을 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물
류 략에 응하는 다수의 차량경로문제 생연구들이 

수행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차량경로문제는 일반 으로 다항시간 내에 풀기 어려

운 난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차량경로
문제 련 연구들은 해 탐색 기법을 고안하는 데에 주력

하 다. 차량경로문제에 해 최  알고리즘으로 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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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써 Fukasawa et al.[5]와 Baldacci et al.[1]은 135개
의 방문 노드에 한 차량경로 해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하지만 실제 산업 장에서 고려되는 차량경로

문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상정한 문제보다 복잡

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 , 효과 으

로 차량경로문제를 근할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개발과 성과측정 연구는 차량경로결정 연구분야에서 

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Kim et al.[8]의 연구에서 제시된 차량경로

문제를 인용하여 이에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상기 선행연구는 국내 배합사료 생산기업이 직면한 물류

활동 의사결정 문제를 복수의 공장에서부터 최 가능탑

재 무게  선 공간 제약이 존재하는 복수의 이종 트럭

들을 활용하여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재한 트럭들이 고

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회 방문 차량경로문제로 환원

하여 이를 혼합정수계획모형(Mixed integer programming 
model)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선행연구의 
연구 성과를 개진하여 동일한 차량경로문제에서 시뮬

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SA) 알고리즘을 활용
한 해 탐색 기법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SA 알고리즘의 활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SA 알고리즘은 해 탐색 과정 
에 알고리즘이 지역해에 교착되어 해 탐색 범 가 국한

되는 문제를 확률 으로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확률  근방법은 SA 알고리즘이 보다 
범 한 해의 역을 탐색하는 데에 기여한다. 한 

SA 알고리즘은 다양한 이웃해 탐색 기법과 함께 구 될 

수 있으며, 비교  단순한 해 탐색 차를 통해 최 해

를 탐색하기 때문에 차량경로문제에 한 해 탐색 기법

으로서 범용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다. 일반 으로 

실제 산업 장에서 마주하는 차량경로문제는 다수의 제

약조건이 고려되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해 탐색 기법이 특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차량경로문제에 해 동일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용하여 해를 도출하는 데 제

약이 따른다.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하나로써 SA 
알고리즘은 지역해 탐색 작업을 반복 으로 수행함으로

써 최 해에 근사하도록 구 된 탐색 기법이다. 이러한 
탐색 기법 구 의 단순함과 유연성 때문에 재에도 차

량경로문제에 한 탐색 기법으로 리 쓰이고 있다[12, 
20, 25].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 2장은 본 연구와 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연구의의를 설명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 을 

제시한다. 제 3장과 제 4장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차량
경로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토 로 개발된 휴리스틱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휴리스틱의 성능을 평가한 후, 가상데이터를 이용한 실
험결과를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론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시한다.

2. 선행 연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주어진 차량경로문제에 한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해서는 문제에

서 고려되는 제약조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차량경로문제는 상당한 종류
의 제약조건이 고려되고 차량경로 네트워크상에는 복수 

공장, 복수 차량이 고려된다. Lahyani et al.[10]과 Vidal 
et al.[21]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고도의 연산 복잡도를 지
니는 문제를 다특성 차량경로문제로 통칭하고 있다. 다
특성 차량경로문제를 정의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구체

인 분류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 Lahyani et al.[10]은 이
에 한 기 으로 4가지 이상의 운 (정책)  측면의 제
약조건과 6가지 이상의 물리  측면의 제약조건이 고려

되는 차량경로문제는 다특성 차량경로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Wen et al.[22]의 연구의 경우, 용량제약이 
있는 통 인 차량경로문제를 다루는 표 인 선행연

구의 연산복잡도를 기 으로 다특성 차량경로문제를 분

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선행연구들의 

에서 볼 때 모두 다특성 차량경로문제 조건에 충족한다

고 단하 다. 아울러 차량경로문제의 경우 통 으로 

연구가 활발한 문제이기에 상당한 수의 선행연구가 존재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분석해 볼 때 다특성 차량경로
문제가 새로운 분류기 으로 언 되기 시작하는 시 은 

2000년  반으로 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교  최근에 발표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다특성 차량경로

문제로써 언 되는 연구들을 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

하 다.
Pellegrini[13]은 다특성 차량경로문제 연구의 시발 에

서 거론되는 요한 연구성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이종의 복수트럭에 하여 복수의 차량운행 시간제약(time 
window constraint)과 차량이동시간에 한 최 허용시간

을 고려한 차량경로문제를 연구하 다. 아울러 Pellegrini 
[13]은 Solomon[19]이 활용한 최근  이웃탐색방법(nearest 
neighbor method)과 노드 교차 방법(swap method)을 혼합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시한 차량경로문제

에 한 해법을 제시하 다. 여기서 최근  이웃탐색방법

은 차량경로를 규정하는 탐색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다음 방문 노드를 결정함에 있어 임의 으로 선택

하여 차량경로를 구성하도록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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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l and Gruhn[6]은 이종 복수 트럭에 하여 차량의 
무게제약, 차량운행시간의 제약 그리고 차량경로 설정의 
시종  운 제약을 고려하여 배달과 수거문제가 고려되

는 차량경로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규모 이웃해 탐색
(large neighborhood search) 방법을 응용하여 주어진 차량
경로문제에 한 해법을 제시한 후, 임의로 생성한 50~ 
200개의 고객에 한 차량경로문제를 생성하여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Ropke and Pisinger[15, 16]은 백홀(backhaul) 차량경로 
운 특성을 지니는 배달과 수거문제에 한 차량경로문

제를 제시하 다. 본 문제는 복수 차고지 차량경로 네트
워크에서의 차량운행시간 제약과 차량의 무게제약을 고

려하여 정의되었다. 이들은 본 문제를 풀기 하여 Shaw 
[18]이 제안한 규모 이웃해 탐색 방법을 응용한 휴리스
틱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안하 고, 1,000여 명의 고객에 
한 배송서비스 차량경로문제들 생성하여 486개의 벤치
마크 제들 가운데 183개의 제에 해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보다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Wen et al.[24]은 공 자에서부터 고객으로까지의 제

품배송에 해 크로스도킹 운 시스템이 고려되는 차량

경로문제에 해 타부(tabu) 휴리스틱 알고리즘 기반의 
해 탐색 기법을 제안하 다. 아울러 Wen et al.[23]은 복
수 이종 트럭을 활용하여 트럭에 한 무게 제약  트

럭 운 수에 한 노동규칙 등을 고려한 차량경로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먼  이를 혼합정수계획모형을 제시한 후, 
이에 해 가변 이웃해 탐색(variable neighborhood search) 
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한 해법을 제시하 다. 

Rieck and Zimmermann[14]는 차량운행 시간제약과 차
량이 화물을 선 과 련된 도킹제약을 고려하여 배송과 

수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차량경로 문제를 고려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다회 방문 제약을 고려하여 차량경로문제

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차량이 다회 운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함으로써 다회 방문 제약이 고려되는 

차량경로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주어진 차
량경로문제를 혼합정수계획모형으로 제시한 후, Solomon 
[19]에서 제시된 벤치마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10~30명의 
고객이 고려되는 문제에서 개발한 모델의 컴퓨터 계산성

능을 평가하 다.
Santillan et al.[17]은 차량경로문제와 차량에 화물을 선
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문제를 고려하 다. 
이들은 개미군집 휴리스틱 알고리즘(ant colony algorithm)
을 이용하여 차량의 경로를 결정하고 상자 채우기 해 탐

색(bin packing technique) 기법을 이용하여 차량에 한 
화물선  문제를 해결하 다. 이들은 개발한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Solomon[19]에서 제시된 시문제를 토 로 개

발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성능을 논하 다.
Cho et al.[3]은 소요차량을 최소화하는 목  하에 차

량경로 결정문제에 한 2단계 발견  기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차량의 용량제약과 가용가능 시간제약을 
고려하여 삽입방법(insertion method)을 활용하여 완성된 
기해를 생산한 후, 이탈방법(removal method)를 용하
여 해당 기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최선해를 도출하

다. Lee and Yu[12]는 복수물류센터에 하여 유 알고

리즘 기반의 차량경로결정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복수물류센터에 한 차량경로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필

요한 문제 복잡도를 경감시키기 하여 우선 각 물류센

터가 담당하는 고객의 권역을 결정한 후(clustering), 각 
물류센터별 차량경로문제를 순차 으로 결정하 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

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휴
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한 이후, 이를 활용하여 서로 다
른 공장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물류서비스를 행하

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한 비교실험을 추진한

다. Kim et al.[8]의 연구에서는 비교  작은 규모의 실제 

사료기업의 물류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에 한 운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 까지 문헌 조사한 바로

는, 이 에 주목하여 실험을 추진한 연구는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Kim et al.[8]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응용
하여 규모 가상의 제 문제를 생성한 후, 이에 한 
실험결과를 논함으로써 연구의의를 갖는다. 한 본 연

구에서 고려되는 차량경로문제는 실제 국내 사료기업의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써 서로 다른 공장들

이 차량을 공동으로 운 하는 데에 필요한 실 인 운

제약들이 고려된다. 이러한 제약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8]. 따라서 이에 한 휴리스틱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는 것은 실제 산업계의 물류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실질 으로 기여한다는 에서  다른 연

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특성 차량경로문제와 련된 더 많은 선행연구 분석

결과는 Hartl et al.[7], Vidal et al.[21], Lahyani et al.[10]
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에서 다
지지 않은 그 외의 연구들에 한 조사결과는 상기한 선

행연구 분석연구를 통해 확인하길 권한다.

3. 문제 설명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효율 으

로 설명하기 해서는 Kim et al.[8]의 연구에서 제시된 
차량경로문제 정의와 문제 수립에 필요한 제조건에 

하여 다시 언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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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차량경로문제를 고려

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들이 오직 
해당 공장에 속한 트럭에 의해서만 주문이 충족되는 경

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들이 다
른 공장에 속한 트럭을 이용하여 주문을 충족할 수 있도

록 운 조건이 완화된 경우이다. 즉,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에서의 복수 차고지 차량경로문제를 단일 차고

지 차량경로문제로 축소시킨 경우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공장이 독립 으로 고객들의 주문에 

응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
로 다른 공장이 차량을 공동으로 운 하는 경우를 심

으로 해당 문제의 운 제약  물리  제약조건을 설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차량경로문제는 복수의 사료제

품을 생산하는 공장, 사료 운송에 활용되는 트럭, 그리고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이 실체 으로 존재한다. 
해당 문제에서 생산공장들은 지리 으로 흩어져 있으며 

각 공장은 고객들의 제품 주문을 충족시키기 해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트럭을 확보하고 운 하고 있다. 해
당 물류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고객들은 오직 하나의 

공장에서 만 제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각 고객의 주문
은 배송처와 주문량으로 표시되며, 본 문제에서 고객의 
주문배송처는 각 고객의 고정된 치로 표 된다. 제품
의 주문량은 개별 으로 구분이 가능한 제품단 가 아닌 

량으로 표 된다. 각 공장에 속한 트럭들은 공장이 담
당해야 하는 고객들로부터 수된 주문을 충족하기 하

여 공장에서 제품을 재한 후 운송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때 각 트럭은 각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화물

을 배송하기 해 소요되는 이동거리를 최소화를 목 으

로 경로와 스 링이 수립된다. 
본 문제에서는 트럭에 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물리

 제약이 고려된다. 그  첫 번째 제약은 트럭의 선
공간 제약이다. 각 트럭은 몇 개의 격실로 구분된 화물 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격실에는 오직 하나의 고객 
주문에 한 화물만이 채워질 수 있다. 즉, 임의의 격실
에 특정 고객의 주문에 한 제품을 재한 후, 격실 내
부의 공간이 남아도 다른 고객의 주문의 제품을 동일한 

격실에 추가로 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제약
은 트럭의 탑재 량 제한으로써 트럭이 공장에서 고객

의 주문 제품을 재할 때 트럭이 제품을 탑재할 수 있

는 최 량을 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다. 즉, 각 격실에 
재된 제품의 총 량은 트럭별로 주어진 최 가능 탑재

량을 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화물을 주
문한 고객의 수 뿐만 아니라 각 고객별로 주문한 화물의 

규모에 의해서도 트럭의 운송스 에 향을 미친다. 
단, 본 문제에서는 트럭의 연료제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차량경로문제는 트럭이 자신이 

속한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재하여 해당 공장이 담당하

는 고객에게만 제품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공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재한 후, 해당 공장
이 담당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만약에 임의의 트럭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재하여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제품을 재한 공장이 담당하는 고
객에게만 제품을 달할 수 있다. 한 모든 운송서비스

를 마친 트럭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공장으로 반드시 귀

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운 제약을 도식 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Figure 1>에는 공장 1과 2가 있으며, 
각각의 공장은 트럭 1과 2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고객 1, 2, 3의 제품주문은 공장 1이 담하며 고객 
4, 5, 6, 7의 경우 공장 2가 담한다. 트럭 1이 공장1로
부터 제품을 재한 후 고객 1, 2, 3을 방문하여 제품을 
인도하 다. 이때 트럭 1은 자신이 속한 공장 1로 귀환
할 수 있지만, 해당 그림에서는 해당 트럭이 공장 2를 방
문하여 제품을 추가로 재한 이후 공장 2가 담당하는 
고객 4, 5의 주문에 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장 2에 속한 트럭 2는 고객 4, 5에 한 방문을 
하지 않고도 고객 6, 7만의 주문에 응함으로써 모든 

고객의 주문이 충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서로 다른 공장이 독립 으로 물류서비스를 고객들에

게 제공하는 경우, 트럭 1은 공장 2를 방문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럭 2는 고객 6, 7을 방문한 후, 고객 4, 5를 추
가 으로 방문해야 한다. 

 <Figure 1> An Example of the Vehicle Routing Problem 

Obtained from Kim et al.[8]

4.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SA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SA 알고리즘은 Kirkpatrick 
et al.[9]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된 해 탐색방법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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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공학의 담 질에서 착안 을 얻어 개발된 메타 휴리

스틱 알고리즘이다. SA 알고리즘은 하나의 기해를 토
로 한정된 수의 계산과정을 통해 최 의 해를 찾는다. 
여기서 계산과정 반복횟수는 기온도(T0)와 냉각속도(r)에 

따라 향을 받으며, 기온도는 
   같이 계산

된다. 여기서 F0는 비실험을 통해 결정되는 고정된 

라미터 값이며 는 SA 알고리즘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의 해가 기온도 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웃해에 의

해서 갱신될 때의 두 해의 목 값 차이의 치로 정의

된다. 일반 으로 SA 알고리즘은 기온도가 높은 단계
에서부터 계산과정을 시작한다. 이때 온도는 SA 알고리즘 
해 탐색 과정에서 지역해에 교착되는 문제를 확률 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이탈 확률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된다. 따라서 일반 인 SA 알고리즘은 
기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해 탐색을 시작한다. 이 온도는 
해 탐색 과정이 반복될수록 냉각스  Tk = r․Tk-1에 

따라 진 으로 냉각된다. 
여기서 Tk는 k번째 반복(iteration)에서의 온도를 의미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도가 특정 임계지 보다 낮아

진다면 해 탐색 과정이 종료된다. 각각의 계산과정에는 온
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웃해를 탐색하는 과정이 내부반

복 횟수 L만큼 수행된다. 이 내부반복 수는 SA 알고리즘
이 주어진 해를 기 으로 주 의 이웃해를 탐색하는 횟수

를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는 L = np로 정의하며, 이때 n은 
주어진 차량경로문제에 존재하는 모든 고객의 수를 의미

하고 p는 생산공장의 수를 의미한다. 주어진 내부 반복 횟
수 동안 SA 알고리즘을 우수한 이웃해를 탐색하는 차를 
거친다. 이후, 본 SA 알고리즘은 선정된 이웃해는 최고의 
가능해(best feasible solution)을 갱신하며, 냉각스 에 

따라 온도를 낮춰간다. SA 알고리즘의 특성  하나는 반
복 인 이웃해를 탐색 과정에서 비교  우수하지 못한 해

를 탐색의 기 으로 삼아 알고리즘이 지역해에 교착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이때 교착을 해소하는 차는 확률

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의 확률은 


로 정의하 다.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SA 알고리즘의 
지역해 교착 회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SA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하여 기해 

생성방법과 해당 알고리즘 내에서 이웃해를 탐색하는 방

법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알고리즘의 
동작을 해 필요한 라미터 값들은 다음 장에서 요약

하도록 하겠다.

4.1 초기해 생성

제안된 SA 알고리즘의 기해 탐색지역은 기해의 생
성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해를 생성하기 

하여 탐욕  해 탐색 기법을 활용한다. 즉, 모든 고객의 
주문이 트럭을 이용한 화물인도로 충족될 수 있도록 각 

차량의 경로를 결정함에 있어 공장 는 마지막 방문 고객

의 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고객의 치를 순차 으로 방

문하도록 경로가 구성된다. 이때 각 차량의 최 가능 탑재

량  선 공간 제약들을 고려하여 두 조건이 모두 충족

되었을 경우에만 차량의 새로운 경로가 결정되는 방법으

로 기해를 생성하 으며 결정된 트럭의 이동경로에 

한 운송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SA 알고리즘에서는 
어떠한 트럭이 운송서비스를 수행할지 결정하기 해 최

가능 탑재 량이 가장 큰 트럭부터 경로를 결정하 다. 
이때 탑재 량이 큰 트럭이 탑재 량이 작은 트럭보다 우

선 으로 배송활동이 투입되는 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트럭 간의 단 거리당 운송비용이 무차별하기 때문에 탑

재 량이 큰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고객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져 비용 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해 생성과정에서는 임의의 트럭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공장의 제품을 재하여 운송서비스를 연속하는 
경우의 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차량경로문제를 단일 차고지 문제로 환원하여 각각의 공

장이 담당해야 하는 고객 수요에 해 서로 독립 으로 

운송서비스를 완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해를 구성

하 다. 이와 같은 배송활동은 실제 업의 사례를 모방
한 것으로써 이에 해 Kim et al.[8]의 연구에 보다 구체
으로 설명되어 있다. <Figure 2>는 기해 생성과정을 
도식 으로 요약하고 있다. 

<Figure 2> Procedure for Generating the Initi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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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웃해 생성

Laporte[11]와 Vidal et al.[21]에 의하면 일반 인 차량

경로문제에 해 간단하고 명료한 이웃해 탐색 기법으로

도 충분히 좋은 해를 도출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탐색 기법의 임의성은 주어
진 탐색 기법이 좀 더 넓은 이웃해 역을 탐색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차
량경로문제는 특정한 공장에서부터 다수의 차량이 고객

의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입출고를 반복한다. 따라서 
SA 알고리즘 개발 시 탐색 기법의 이웃해 탐색 능력과 
더불어 주어진 알고리즘의 수렴성의 성능도 고려해야 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고민을 모두 해결하는 데
에 유효할 것으로 기 되는 세 가지의 이웃해 탐색 기법

을 구 하여 SA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하 다.
상기 제시한 세 가지의 이웃해 탐색 기법을 <Figure 3>

에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ure 3(A)>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일련의 2-opt 탐색으로
써, 한 공장에서 시작하는 임의의 두 차량경로를 선택한 
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차량의 경로를 재생성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차량의 경로가 생성될 
때는 차량의 무게제약  선 공간 제약을 고려하여 생

성되었으며, 두 제약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트럭을 공장으로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차량의 경로를 완결

한다. 나머지 두 가지 이웃해 탐색 기법은 <Figure 3(B)>
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특정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운송활동을 마친 차량이 다른 공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선 한 후 해당 공장의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시 본래의 공장으로 되돌아오도록 구 된 

이웃해 탐색 기법이다. 해당 탐색 기법을 구 하기 해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의의 두 
공장을 선택한 후, 각 공장의 완결된 차량경로를 하나씩 
선택한다. 이때 두 차량경로를 담당하는 차량들 가운데 
최  재가능 무게제약이 큰 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차

량경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차량경로를 재설정한다. 즉, 
두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서로 다른 두 공장이 차량

을 서로 공유하는 상황을 구 하기 해 제안된 것이다. 
이와는 반 로 세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두 번째 이

웃해 탐색 기법을 통해 생성되어 특정 공장의 차량이 다

른 공장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해 구

되었다. 즉, 세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서로 다른 공
장이 차량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하여 고안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A 알고리즘에서는 에서 제

안된 세 가지의 이웃해 탐색 기법을 모두 용하여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후보해를 도출한 후, 이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후보해를 선택하여 본 SA 알고리즘이 보유하고 
있는 최우수해와 비교하여 해를 갱신하는 과정으로 구

되었다. 이때, 가장 좋은 후보해는 내부반복 수만큼 이웃
해 탐색을 실시하여 도출된 후보해들 가운데 목 값이 

가장 우수한 후보해를 의미한다. 

(a) First local search method

(b) Second local search method

(c) Third local search method

<Figure 3> Examples of Local Search Methods

5. 실험 결과

5.1 SA 알고리즘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개발된 SA 알고리즘의 성능
을 평가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SA 알고리즘을 동
작하기 해 라미터 r과 F0는 각각 0.99와 0.7로 부여
하 다. 이와 같은 라미터 값들은 일련의 선행실험으
로부터 도출된 알고리즘 해의 수렴도와 목 값의 변화 

찰값을 토 로 결정된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 알고리즘
의 성능평가와 민감도 분석 시 컴퓨터의 사양은 Intel(R) 
Core(TM) i7-2600 CPU@ 3.40GHz, RAM 4.00GB이며 본 
연구의 SA 알고리즘은 Visual Studio 2013 C++로 구 되

었다. 이때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해 상업용 소 트

웨어 CPLEX 12.6.1.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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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formance of the SA Algorithm

Number of customers
served by a factory

Average percentage of 
solution gapa(%)

Std. dev. of 
the solution gapb(%)

Average CPU timec 

CPLEX SA

10 3.56 12.00 6743.05 2.05
20 6.01 7.41 7200.00 15.25
30 -6.55 9.40 7200.00 49.80
40 -9.17 9.06 7200.00 118.55
50 -17.24d 7.29 7200.00 241.30

aaverage percentage gap of SA solutions from the solutions of CPLEX.
b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percentage gap of SA solutions from the solutions of CPLEX.
caverage computation time (in seconds) taken by CPLEX and SA to solve given test instances.
dnote that only four test instances gave feasible solutions from CPLEX for given number of customers severed by a factory.

SA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해 생성된 제문제 생
성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Kim et al.[8]
의 실험연구에서 활용된 국내 배합사료 생산기업의 실제 

물류활동  고객주문 데이터와 생산공장과 고객들 간의 

트럭 이동거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하

다. 그리고 본 SA 알고리즘과 상업용 소 트웨어의 성능

비교를 하여 10개의 제문제를 5개의 서로 다른 고객
의 수(10, 20, 30, 40, 50)에 따라 독립 으로 생성하 다. 
따라서 본 실험을 하여 총 50개의 가상의 제문제가 
생성되었다. 이때의 고객의 수는 각 공장이 담당해야 하
는 고객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만약 공장이 p개 존
재한다면 고객의 수가 10으로 부여된 경우 주어진 차량
경로문제에 존재하는 총 고객의 수는 10p임을 의미한다. 
각 제문제에는 2개의 생산공장이 존재하며 각 공장에
는 4 의 트럭이 운송서비스를 해 기하고 있다. 각 
트럭의 최  운송가능 횟수는 4회로 한정하 으며 각 트

럭의 최 가능 탑재 량은 15,000kg과 10,000kg  임의

로 부여되었다. 트럭의 선 가능 공간의 수에 하여, 최
가능 탑재 량이 15,000kg 트럭의 경우 선 가능 공간

의 수가 4개, 그리고 최 가능 탑재 량이 10,000kg인 트
럭의 경우 3개가 있다고 가정하여 데이터를 생성하 다. 
각 고객의 수요의 크기는 U(2,000kg, 4,500kg)에서 임의로 
생성하 으며, 이때 U(a, b)는 [a, b] 구간에서의 연속균
등분포를 의미한다. 그 외의 나머지 라미터(고객 간의 
이동거리, 고객과 생산공장 간의 이동거리, 트럭의 운
비용)들은 Kim et al.[8]의 데이터 생성법을 인용하 다. 
휴리스틱 성능비교를 하여 고려되는 조해는 CPLEX
의 연산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다. 이때 각 
제문제에 하여 최  연산가능 시간을 두 시간으로 제

한하 으며, 주어진 연산시간 내에 최 해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CPLEX가 도출한 휴리스틱 해 값(상한값)을 비
교 상으로 선정하여 SA 알고리즘이 도출한 해와 비교
하 다.  

<Table 1>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해당 표에는 CPLEX와 SA 알고리즘이 도
출한 결과의 차이를 백분율로써 평균값으로 표 한 결과

(Average percentage gap)와 제 문제를 푸는 데에 소요
된 연산시간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결과(CPLEX CPU, SA 
CPU)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CPLEX와 SA 알고리즘이 
도출한 해품질의 차이는 100․(OSA OC)/OC로 계산되었으

며, 여기서 OSA와 OC는 각각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CPLEX
가 도출한 목 값을 의미한다. 이때의 목 값은 트럭의 

이동거리에 한 운송비용으로 측정되며 구체 인 계산

모형은 본 논문 부록에 수리모형의 목 식으로 요약되어 

있다.
해당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A 

알고리즘은 반 으로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CPLEX의 경우 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의 수
가 10인 경우에 해 10문제 에서 오직 1문제만 주어진 
연산시간 동안 최 해를 도출하 고, 그 외의 경우 모두 
최 해를 도출하지 못하 다. 이는 문제의 규모가 증가할
수록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기에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이에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A 알고리즘은 CPLEX 
보다 비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고객의 수가 50인 경우 평균 으로 주어

진 문제를 4분 내에 풀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 
알고리즘이 도출한 해와 CPLEX가 도출한 해의 품질 측
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A 알고리즘은 문제
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있어 CPLEX보다 열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객의 수가 10, 20인 경우 본 
SA 알고리즘의 해의 목 값은 CPLEX가 도출한 해의 최
해 는 상한값보다 각각 3.56%, 6.01%의 괴리를 보
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수 30, 40, 50의 경우 본 SA 
알고리즘이 도출한 해는 CPLEX가 도출한 경우보다 6.55%, 
9.17%, 17.24%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나 
규모 물류네트워크에서의 본 SA 알고리즘의 용타당
성을 일부 입증하고 있다. CPLEX와 SA 알고리즘이 도출
하는 해들의 목 값 차이를 표 편차 분석을 하면, 본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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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Results between Single-Depot and 

Multi-Depot Cases in Terms of Solution Quality

Number of customers 
served by a factory

Average percentage 
gapa(%)

Ratio of std. 
dev.b 

10 -3.74 0.99
20 -4.66 0.66
30 -7.70 0.74
40 -11.27 0.94
50 -14.66 0.98

aaverage percentage gap of SA solutions between the single-depot 
and multi-depot cases.

bratio of standard deviations of solutions between the single-depot 
and multi-depot cases.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들에 해 평균 으로 7.29%~12%
의 편차를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의 수가 10
일 때의 표 편차가 12%로 드러난 을 해석할 때, 본 
SA 알고리즘이 최 해에 해 비교  강건한 결과를 내

놓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문
제에서는 체 으로 7~9% 정도의 표 편차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크기에 해 일 인 상

승 는 하향의 패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업에서 본 S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물류활동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와 같은 SA 알고리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운송거리 변동에 따른 배송비용의 편차가 두드러질 수 있

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5.2 시나리오 분석결과  

본 연구는 해당 SA 알고리즘이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차량경로문제의 제약조건을 토 로 규모 물류 네트워

크에서도 최 해에 근사하거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질 

좋은 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시나리오 분석은 단일 
차고지 차량경로문제와 복수 차고지 차량경로문제에서의 

성과를 비교한다. 이때 복수 차고지 차량경로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에서와 같이 트럭이 서로 다른 공

장의 화물을 재하고 해당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을 통합 운 하는 경우를 의

미하며, 단일 차고지 차량경로문제는 서로 다른 공장이 
독립 으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달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표기의 편의를 하여 자의 
경우를 Multi-depot case, 후자의 경우를 Single-depot case
로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SA 알고리즘이 도출하는 해
와 그에 따른 트럭운 의 성과로 구분하여 두 가지의 시

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실험조건은 앞서 휴리스틱 
알고리즘 성능평가 때 고려된 라미터 생성법  문제설

정과 동일하다. 단, 서로 다른 공장이 독립 으로 물류활

동을 하는 경우의 해를 도출하기 하여 SA 알고리즘을 
구 할 당시 고려되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제외하여 실험결과를 도출하 다. 즉, 단일 차고
지 차량경로문제에서는 <Figure 3>에서 제시된 이웃해 탐
색 기법 2, 3은 고려되지 않았다. 

<Table 2>와 <Table 3>은 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요
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Table 2>는 본 연구의 SA 알고리
즘이 Single-depot case와 Multi-depot case로부터 도출한 
해의 목 값의 차이와 주어진 문제에서 도출된 해들의 변

동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때 본 표에서 Average percent-
age of solution gap은 100․(OS-OM)/OM로 정의되었으며, 
OS와 OM는 각각 Single-depot case과 Multi-depot case 해

값을 의미한다. Ratio of standard deviation은 Single-depot 
case와 Multi-depot case에서 SA 알고리즘이 도출한 해의 
변동성을 비교한 것으로써, Std.m/Std.s로 정의된다. 이때 
Std.s와 Std.m은 각각 Single-depot case와 Multi-depot case의 
제문제에서 도출된 해의 표 편차를 의미한다. <Table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SA 알고리즘은 Multi- 
depot case에서 Single-depot case보다 질 으로 우수한 해

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verage percentage 
gap에 따르면 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의 수가 10일 때부
터 50일 때까지 -3.74%에서 -14.66%로 그 갭이 진 으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Multi-depot case는 Single- 
depot case보다 서로 다른 공장이 차량을 공유하는 시스
템을 갖춤으로써 차량의 이동거리  이동시간을 일 수 

있음을 실험 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 본 SA 알
고리즘은 Multi-depot case의 경우에 해 Single-depot 
case의 문제조건보다 보다 변동성이 인 해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atio of standard devi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ulti-depot case에서 제문제에 해 
도출되는 해의 편차가 Single-depot case에서보다 상
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 다. 즉, 임의의 기업이 Single-de-
pot case와 유사한 물류시스템에서 Multi-depot case와 유
사한 물류시스템으로 환할 경우, 물류비 약은 물론, 
물류비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어 경 의 재무  측면의 

가시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은 앞서 수행된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를 트

럭운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

다. 본 표에서 Number of trucks used는 각 제문제에 
해 활용된 실제 트럭의 평균치를 보여주며, Number of 

trips of trucks는 트럭에 의해서 수행된 평균 출고횟수 혹
은 트럭이 공장을 떠나서 다시 본래의 공장으로 돌아오

는 경우의 평균 횟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apacity 
utilization은 최  재가능 무게 비 출고 당시 선 한 

화물의 평균 무게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표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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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Results between Single-Depot and Multi-Depot Cases in Terms of Vehicle Operations

Number of customers 
served by a factory

Single-depot case Multi-depot case

Number of 
trucks used

Number of 
trips of trucks

Capacity 
utilization(%)

Number of 
trucks used

Number of 
trips of trucks

Capacity 
utilization(%)

15-ton 10-ton 15-ton 10-ton 15-ton 10-ton 15-ton 10-ton 15-ton 10-ton 15-ton 10-ton

10 0.8 1.2 3.5 5.4 22.0 45.2 0.8 1.2 3.5 5.5 22.1 41.1
20 1.3 1.6 9.7 10.3 40.4 43.6 1.3 1.6 8.8 9.4 44.2 47.6
30 2.4 2.3 16.1 14.7 32.2 48.8 2.1 1.9 14.9 12.9 33.3 54.3
40 3.1 2.9 21.3 19.2 43.0 41.0 2.9 2.6 20.9 18.9 44.5 39.6
50 2.9 3.7 20.5 27.4 38.1 61.5 2.7 3.3 18.9 24.5 41.3 67.7

수 있듯이, 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의 수가 증가할수록 
필요로 하는 실제 트럭의 수와 출고횟수가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트럭의 종류별 활용 
수량과 출고횟수 측면에서 볼 때 고객의 수 증가에 따라 

트럭 종류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
울러, Capacity utilization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으로 10
톤 트럭의 경우 15톤 트럭의 경우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옴으로써, 화물 재측면에서 10톤 트럭이 운 효율성

이 비교  높게 나왔다. Single-depot case와 Multi-depot 
case로부터 도출된 해의 차이를 조명한 경우, Multi-depot 
case의 해가 체 으로 더 은 트럭의 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울러 출고 횟수 한 Single-depot 
case보다 낮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Capacity 
utilization 측면에서 볼 때, Multi-depot case가 모든 고객
의 수에 해 일 으로 우수한 운 효율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Single-depot case의 경우보다 체 으로 

3% 정도의 재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공장이 서로의 트럭을 융통성 있게 운용함으

로써 유휴 트럭의 감소, 출고횟수 감소  재효율 증가
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Kim et al.[8]에서 제안된 다특성 차량경로
문제에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차량경로문제는 복수의 
공장에서부터 트럭의 화물탑재 량  선 공간 제약이 

존재하는 복수의 이종 트럭들을 활용하여 고객의 주문을 

충족시키는 다회 방문 차량경로문제이다. 이에 해 본 
연구는 S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당 문제에 한 해 

탐색 기법을 제안하 다. SA 알고리즘의 기해는 차량
경로를 구성함에 있어 트럭의 재 치로부터 가장 가

까운 고객을 방문하도록 탐욕  탐색 기법을 활용하여 

구 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SA 알고리즘은 
세 가지의 이웃해 탐색 기법을 통해 최 해를 탐색한다. 

첫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임의의 두 차량경로를 재설

정하는 것이다. 즉, 차량의 무게제한 용량이 큰 차량부터 
가장 최근의 방문지로부터 거리가 짧은 순으로 임의로 

선택된 두 차량경로에 포함된 고객들에 한 방문순서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서로 독
립 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공장들 간의 물류 네트워

크를 구축한다. 따라서 해당 이웃해 탐색 기법은 SA 알고
리즘이 단일 차고지 차량경로문제로부터 복수 차고지 차

량경로문제에 한 이웃해 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가능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은 두 번
째 이웃해 탐색 기법을 통해 구축된 서로 다른 공장들 

간의 물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해당 이웃해 탐색 기법은 두 번째 이웃해 탐색 기법
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이웃해 탐색 역을 배제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SA 알고리즘의 성능은 상업용 소
트웨어 CPLEX로부터 도출된 해와 비교평가를 통해 이
루어졌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자면, 비교  작은 규모의 

제문제(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의 수가 10, 20인 경우)
에 해서는 체 으로 CPLEX가 도출한 해가 SA 알고
리즘에 비해 3~6% 정도 우수한 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하지만 주어진 제문제의 규모가 커질수록(각 
공장이 담당하는 고객의 수가 30, 40, 50인 경우) SA 알고
리즘의 해가 CPLEX가 도출한 해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
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SA 알고리즘은 각 공
장이 담당하는 수가 50인 경우에도 4분 내에 해를 도출하
는 것으로 드러나 CPLEX보다 비교  빠른 시간 내에 양

질의 해를 도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

을 실시하여 Single-depot case와 Multi-depot case에서의 
해의 품질과 트럭운용 측면에서의 차이를 비교하 다. 해
의 품질 측면에서의 실험결과를 볼 때 Multi-depot case의 
경우 Single-depot case보다 우수한 해를 도출할 수 있음
을 보 다. 이는 Multi-depot case가 서로 다른 공장에서의 
트럭을 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트럭의 

이동을 여 물류비 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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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Multi-depot case로부터 도출
된 해는 Single-depot case에서의 경우보다 해의 변동성 
한 낮은 것으로 실험 으로 확인되어, 기업으로 하여  

물류비 변동성에 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아울러 트럭운 의 성과측면에서 볼 때 Multi-depot 
case는 Single-depot case보다 비교  은 수의 트럭으로

도 고객의 주문에 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로 다른 공장이 서로의 트럭을 고객주문 응에 활용함

으로써 출고횟수 감소  재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

인하 다. 하지만 본 SA 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된 해를 
분석해 볼 때 서로 다른 종류의 트럭의 운  특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성과를 개진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한 추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 문제에서 고객의 주문에 해 분할배달(split delivery) 
조건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Multi-depot case의 경우 
가용트럭의 수  물류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Single-de-
pot case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고객의 주문이 
평균 인 수 보다 훨씬 크거나 작은 경우 물류활동의 효

율성 악화에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한 한으로 분할배달이 고려되는 Multi-depot case 차
량경로문제를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아울러 차량운행 
시간제약을 고려하여 이동거리 혹은 제품 상하차에 필요

한 소요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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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차량경로문제는 Kim et al.[8]이 제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독자의 
편의를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리모형을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집합

I 모든 사료생산공장의 집합

J 모든 사료제품 구매고객의 집합

Ji 사료생산공장 i로부터 제품배송 서비스를 받는 사료제품 구매고객의 집합 
Kj 고객 j에게 제품배송 서비스를 하는 사료생산공장이 담당하는 모든 고객의 집합 
T 다회 방문에 한 순서 인덱스 집합

V 모든 트럭의 집합

라미터

cij 고객 i에서 j까지의 물류비용 
dj 고객 j의 사료제품 수요 
fj 고객 j의 주문을 담당하는 생산공장 
iv 트럭 v가 속한 사료생산공장 
iv+ 트럭 v가 최 로 기하는 사료생산 공장(물리 으로 공장 iv와 동일함) 
mv 트럭 v의 선 공간의 수 

qv 트럭 v가 탑재할 수 있는 최 량

결정변수

Xv
t
ij 만약 트럭 v가 t번째 운송 에 사료생산공장/고객 i로부터 j까지 이동할 경우 1, 그 지 않으면 0

Yv
t
ij 만약 트럭 v가 t번째 운송 에 고객 j가 사료생산공장 i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면 1, 그 지 않으면 0

Zv
t
ij 트럭 v가 t번째 운송 에 사료생산공장/고객 i로부터 j까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선 공간의 수

본격 으로 수리모형을 밝히기 앞서 보조 집합 Iv- = I \{iv}, Iv+ = Iv-∪{iv
+}을 정의한다. 한 ⋅는 ⋅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Minimiz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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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수리모형의 목 함수는 총물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약식 (1)은 
각 고객들의 주문이 임의의 트럭으로부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식 (2)~(4)는 트럭의 흐름을 
유지(flow conservation)하기 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식 (5)는 각 고객은 트럭이 가능한 운송횟수 내에 지
정된 생산공장에서 주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다. 제약식 (6)은 트럭에 제품을 선 할 시 주어진 선 공간의 수를 

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며, 제약식 (7)은 Xv
t
ij와 Yv

t
ij 두 결정변수의 계를 규정한다. 제약식 (8)은 고객들에게 제품

을 달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선 된 공간의 수의 변화를 계산한다. 제약식 (9)와 제약식 (10)은 트럭의 선 공간에 

한 제약을 정의하며 나머지 제약식들은 결정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