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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for gantry route optimiz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a odd-type surface 
mount device (SMD). A odd-type SMD is a machine that uses a gantry to mount electronic components on the placement point 
of a printed circuit board (PCB). The gantry needs a nozzle to move its electronic components. There is a suitability between 
the nozzle and the electronic component, and the mounting speed varies depending on the suitability. When it is difficult for 
the nozzle to adsorb electronic components, nozzle exchange is performed, and nozzle exchange takes a certain amount of time. 
The gantry route optimization problem is divided into the mounting order on PCB and the allocation of nozzles and electronic 
components to the gantry. Nozzle and electronic component allocation minimized the time incurred by nozzle exchange and 
nozzle-to-electronic component compatibility by using an mixed integer programming method. Sequence of mounting points on 
PCB minimizes travel time by using the branch-and-price method. Experimental data was made by randomly picking the location 
of the mounting point on a PCB of 800mm in width and 800mm in length. The number of mounting points is divided into 
25, 50, 75, and 100, and experiment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ypes of electronic components, number of 
nozzle types, and suitability between nozzles and electronic components, respectively. Because the experimental data are random, 
the calculation time is not constant,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gantry route is found within a reasonab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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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표면실장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SMT)은납인쇄
(Solder Paste), 전자부품장착(Electronic Component Place-
ment), 납땜(Solder Reflow) 과정을 통해 인쇄회로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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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Circuit Board; PCB)을 생산하는 기술이다[19]. 최
근 급증하는 PCB 생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MT 제조
라인의 전 과정은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들에 의해 진행된
다[22]. SMT 제조 라인의 주된 병목은 전자부품장착 과정
에서 발생하기에 많은 이전 연구들[6, 20]은 이 과정을 처
리하는 표면실장기(Surface Mount Device; SMD)의 생산성 
향상 문제에 집중하였다. 
기계 구조와 활용 목적에 따라 SMD를 분류하는 기준

은 여러 연구자들[3, 7, 14, 15, 16]에 의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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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helm et al.[21]은 SMD가 장착하는 부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형 SMD와 이형 SMD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법에 따르면 모양이 단순하고 무게가 가볍고 크기
가 작은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부품들의 장착에 전문화된
SMD를 일반형 SMD라 하며 모양이 복잡하고 무게가 무
겁고 크기가 큰 일반적인 형태의 부품과는 다른 특이 형태
의 부품들의 장착에 전문화된 SMD를 이형 SMD라 한다.
일반형 SMD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150개 이상)의 일반

형 전자 부품들을 빠르게 장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2개 혹은 4개의 겐트리를 갖고 있으며 각 겐트리는 16개
이상의 다수의 헤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형 SMD는 모양이
복잡하고 무게가 무겁고 크기가 큰 일반적인 형태의 부품
과는 다른 특이 형태의 부품들의 장착에 전문화된 SMD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100개 이하)의 이형 전자 부품들을 정
확하게 장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형 부품들은 크기
가 커서 헤드 간 간격이 넓어야 하기에 겐트리가 보유할
수 있는 헤드의 수가 제한되며 이형 SMD는 1개 혹은 2개
의 겐트리를 갖고 있으며 각 겐트리는 6개 이하의 헤드를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은 4개의 헤드를 가진 1개의 겐트리
를 보유한 이형 SMD을 타겟으로 한다.
본 논문은 하나의 겐트리(Gantry)와 다수의 헤드(Head)

를 갖는 SMD의 최적화 문제에 집중한다. PCB 위에는
전자 부품들이 장착될 빈 공간들이 존재하고 해당 공간
에는 미리 정의된 유형의 전자 부품이 장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빈 공간을 장착점(placement)이라 부르고 장착되
어야 할 전자 부품들을 컴포넌트(component)라 부른다. 
SMD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ure 1>에 설명되어 있다.

<Figure 1> Mechanical Structure of SMD

피더(Feeder)는 SMD에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장비이다. 
하나의 피더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공급하며 모든 피더는
각자 다른 종류의 컴포넌트를 공급한다. 카메라는 겐트리

에 흡착된 컴포넌트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겐트리
(Gantry)는 x, y, z축으로 움직이며 겐트리에는 컴포넌트
를 흡착 할 수 있는 헤드(Head)가 있다. 헤드가 어떤 컴포
넌트를 흡착하기 위해서는 노즐(Nozzle)을 장착해야 한다. 
헤드는 노즐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컴포넌트
를 흡착하기에 컴포넌트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적합한 노
즐을장착할시속도상의장점이있다. 이것을노즐과컴포
넌트 각각의 조합에 따른 적합도, 효율도를 나타내는 지
표인 Handling Class(HC) 라고 정의한다. 만약 헤드가 장착 
중인 노즐이 흡착하려는 컴포넌트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겐트리는 ANC(Auto Nozzle Changer)로이동하여 헤드의노즐
을 새로운 적합한 노즐로 교환(Nozzle Change)을 할 수 있
다. ANC는 여러 가지 노즐 종류가 있는 컨테이너로써 겐
트리의 헤드에 끼우는 노즐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이다. 

SMD에서 겐트리의 구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겐트리
의 헤드에 컴포넌트를 흡착하기 위한 노즐이 끼워져 있지
않거나 노즐이 컴포넌트를 흡착하기 어려운 경우에 ANC
에서 노즐을 교환하게 된다. 단 노즐 교환의 경우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헤드에 노즐을 끼운 후 피더로 이동하여
컴포넌트를 흡착하게 되며 흡착이 끝나게 되면 카메라로
이동하여 흡착된 컴포넌트 검사를 한다. 그 이후 PCB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 컴포넌트를 장착한다. 피더에서
컴포넌트를 흡착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장착점에 장착하
는 것까지 겐트리의 순차 작동을 사이클(Cycle)이라고 한
다. 겐트리는 사이클을 달성함으로써 방문한 지점 수가
겐트리의 헤드 수보다 작거나 같은 일부 장착점을 방문할
수 있다. 일련의 사이클을 달성함으로써 겐트리는 PCB의
모든 장착점을 방문할 수 있다. 이 일련의 사이클을 계획
이라고 하며 PCB의 경우, 수많은 다양한 계획이 존재한
다. 각 계획은 자체적인 완료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의 사
이클을 최소 시간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찾는 데 중
점을 둔다. 노즐 교환과 HC, 사이클 수, PCB 장착 순서에
의해 사이클 시간은 최소화 된다.

SMD 문제는 피더 배치, 피더에서 컴포넌트를 픽업하는
순서, 노즐과 컴포넌트 할당, 컴포넌트 장착 순서, 경로 순
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된 복잡한 문제이다[12]. 
최근 SMD 연구는 전체 문제를 분할하여 근사적으로 해결
하는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Ayob and Kendall[2]은 SMD 최적화에 관한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정리, 비교,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SMD를 5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에서
생기는 최적화 이슈를 정리하였고 각 유형에서 SMD 최적
화문제를 해결했었던 논문들을 정리, 요약했다. Chen et al. 
[4]은 피더 배치와 피더에서 컴포넌트를 픽업하는 순서를
연구했으며 shuffled frog-leaping 알고리즘과 타부 서치를
통해 장착 순서에 대한 최적해를 얻었다. Sun et al.[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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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terature of SMD Problems

Researcher Problem Description

Chen et al.[4] Feeder Place Problem, Component pick up sequencing 
Problem

Sun et al.[18] Feeder Place Problem, Nozzle-Component assignment 
Problem

Du and Li[5] Feeder Place Problem, Nozzle-Component Assignment 
Problem, Component mounting sequencing Problem

Wilhelm et al.[21] Component pick up sequencing Problem

Jiang et al.[8] Nozzle-Component assignment Problem, Component 
mounting sequencing Problem

Loh et al.[13] Nozzle-Component assignment Problem, Component 
mounting sequencing Problem

Lee et al.[10] Feeder Place Problem
Li et al.[11] Feeder Place Problem

Ashayeri et al.
[1]

Nozzle-Component assignment Problem, Component 
mounting sequencing Problem, Route sequencing Problem

유전 알고리즘과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컴포넌트에
대한 픽업 순서를 최적화 했으며 총 조립 시간 관점에서 각 
컴포넌트 배치 순서 솔루션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Du and 
Li[5]은 SMD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결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으며장착시의총이동거리를평가하였다. Wilhelm et al. 
[21]은 2개 헤드에 대한 컴포넌트 픽업 순서문제를 흡착
시간만을 고려하여 주 문제와 부문제로 나눠 사이클 생성
최적해를 구하였다. Jiang et al.[8]은 컴포넌트 할당과 장착
순서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전체 컴포넌트 장착 속도를 높
이기 위해서 TSP와 구성 요소 배치 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AX-MIN Ant System을 제안하였다. Loh et al.[13]
은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컴포넌트 할당 및 장착 순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Tirpak[19]은 SMT line의 프
로세스 흐름을 크게 Front End와 Back End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
에서 SMT line의 병목 현상(Bottle neck)이 기계수가 제한
되어 있는 Front End(SMD가 PCB에 부품을 조립하는 과
정)에서 일어난다고 밝혔다. Lee et al.[10]은 멀티 헤드
SMD에서 피더 배열을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한 모
델을 제시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다. 
Li et al.[11]은 Generic Algorithm을 통해 터렛형 SMD의
피더 배열을 연구하고 제시했다. Ashayeri et al.[1]은 계층
적 방법을 통해 헤드에 노즐 및 컴포넌트 할당과 PCB 장
착 순서를 해결하였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즐 및
컴포넌트 할당에 정수혼합법을 사용하고 경로 순서, PCB 
장착 순서에 대해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와 노즐 할당 및 경로 순서, PCB 

장착 순서를 개선하여 멀티 헤드 SMD의 PCB 조립 시간
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4가지의 의사결정 요소

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2단계 모형으로 분할하여
구현 하였으며 컴포넌트 배치를 위한 정수혼합법과 컴포
넌트 배치를 통한 B&P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정수
혼합법을 통해 할당 및 경로 순서를 정하고 Branch-and- 
price(B&P) 배치 알고리즘을 통해 장착점 방문 순서를 정
한다. 이 두 단계의 문제 해결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되는 솔루션을 보장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SMD 문

제의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제 3장은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 5장에 논문에 대한 결론을 짓는다.

2. 문제 설명

이형 SMD에서 피더 배치, 피더에서 컴포넌트를 픽업
하는 순서, 노즐과 컴포넌트 할당, 컴포넌트 장착 순서, 
경로 순서 등등 전체 과정을 수리적으로 풀기엔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둔다.
노즐의 종류는 1개 이상이며 동일한 종류의 노즐은 4개

이상 있다. 하나의 노즐은 모든 종류의 컴포넌트를 흡착할
수 있다. 겐트리는 4개의 헤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사이클로 최대 4개의 컴포넌트를 장착할 수 있다. 겐트리
가 SMD 구성 요소(PCB 테이블, ANC, 카메라, 피더)간 이
동 시 걸리는 시간과 피더에서 컴포넌트를 흡착하는 시간
및 카메라에서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HC는 컴포넌트와 노즐간 조합에 따른 이동속도
를 명시한다. 특정 컴포넌트는 특정 노즐과 조합이 좋거나
나쁠 수 있다. 이는 HC로 표현되는데 조합이 좋은 경우
HC는 낮은 값을 갖게 된다. HC가 낮을 경우 해당 컴포넌
트를 장착하기 위해 z축으로 이동할 때 속도가 빠르고, 반
대의 경우는 속도가 느리다. 겐트리의 각각의 헤드는 개별
HC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겐트리의 HC는 가장 높은
HC로 정의한다. 이러한 제약에서 기존 SMD의 구조를 간
략하게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으며 겐트리가 피더
(ANC, 카메라)를 거쳐 PCB위의 장착점에 컴포넌트를 장
착하는 것까지를 사이클로 본다.

<Figure 2> Constrained Structure of 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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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2단계 모형을 제시하여 사이클 완료 시
간 총합을 최소화 한다. 문제 각각은 노즐-컴포넌트 할당
문제, PCB 장착 순서 문제로 부르고,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 사이클에서 어떠한 노즐로 어떠한 컴포넌
트를 흡착하여 이동할지 결정하고 두 번째로 각 사이클에
서 PCB에 흡착한 컴포넌트를 장착할 때 어떠한 순서로 장
착할지 결정한다. 두 가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은 1. 
노즐 교환 횟수 최소화, 2. 사이클 수 최소화, 3. Z축 이동
(HC)속도 극대화, 4. 이동거리 최소화가 있다.
위의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계층적 절차

를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1번 의사결정을 정수혼합
법으로 해결함으로써 1~3번의 주요 목표를 최적화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정수혼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B&P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2단계로 분리되었

기 때문에 전역 최적성은 해치지만 계산시간의 이점이
존재한다. 반복되는 작업에서 노즐 교환 횟수와 z축 이
동 속도를 높임으로써 생산 처리 시간을 가장 크게 단축
할 수 있다. 첫 세 가지 목표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노즐 선택은 HC와 노즐 교환 횟수를 결정한
다.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컴포넌트 및
노즐 선택에 기초한 정수혼합법 조성이 가능해져 복잡성
이 감소한다. 정수혼합법을 통해 도출되는 정보에는 특
정 컴포넌트의 배치 순서는 정해지지 않는다. 즉 1~3번
목적을 위해 도출한 결과와 4번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B&P 알고리즘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번은 노즐과 컴포넌트 할당, Z축 속도 조절, 4
번은 (x, y)축 이동 거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단
계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 해결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2.1 노즐-컴포넌트 할당 문제

노즐-컴포넌트 할당 문제는 MIP모델을 만들어 CPLEX
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정수혼합법 모델은 Ashayeri et al. 
[1]의 논문의 것을 사용한다. 배치는 특정 헤드에 의해
PCB에 장착되어야 하는 동일한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정
의되며 배치 레벨은 컴포넌트의 종류 수 +1보다 클 수
없다.
정수혼합법 모델의 입력 데이터 특정 컴포넌트의

총 개수 리스트, 노즐과 컴포넌트와의 조합에 따른 HC 
테이블이 있다. 정수혼합법 모델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클 별 노즐과 컴포넌트와의 조합을 도
출한다.
다음은 모델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들이다.

∈ 컴포넌트 타입의 개수
∈ 노즐 타입의 개수
∈ 헤드의 수   

∈ 배치 레벨의 수 ≤ 

compi 컴포넌트 타입 i의 개수

BM large number BM ∈max > compi

 컴포넌트 타입 i와 노즐 타입 j의 HC

아래는 모델에 사용되는 결정변수이다.
 헤드 k에 노즐 타입 j에 의해서 흡착된 컴포

넌트 타입 i의 개수
 헤드 k에서 일어난 노즐 교환 횟수
 레벨 l에서 가장 높은 HC
 4개의 헤드의 가장 큰 작업 부하
 가 배치 레벨 l에 배치되면 1, otherwise 0
 헤드 k에 배치 레벨 l+1에서 노즐 교환이 있

으면 1, 없으면 0, l+1이 마지막 배치 레벨이
면 0.5

아래는 모델의 목적식과 제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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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식 (1)은 헤드간 작업 부하 균형, 노즐 교환 횟수, 
Z축 이동 시간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헤드간 작업 부하
균형이 일정하다면 만들어진 사이클 횟수는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다. 제약조건 (2)는 PCB위 장착되는 모든 컴포넌
트의 합은 입력된 컴포넌트의 수와 같음을 보장한다. 제약
조건 (3)은 헤드의 가장 큰 작업이 무엇인지 계산한다. 제
약조건 (4)는 입력된 컴포넌트는 PCB위에 장착할 장소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약조건 (5)는 하나의 할당된 컴포넌트
는 PCB위의 한 점에만 장착됨을 의미한다. 제약조건 (6)
은 배치 할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PCB위의 장착점도 존재
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제약조건 (7)은 컴포넌트의 할당이
높은 배치 레벨에 할당되기 이전에 낮은 배치 레벨에 할당
됨을 보장한다. 제약조건 (8)은 PCB위의 장착점은 최대
하나의 컴포넌트만장착 가능함을 의미한다. 제약조건 (9)는 
노즐 교환이 있는 경우를 계산한다. 제약조건 (9)의 경우
는 절대값이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바꾸어 계산한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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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 ∀ (14)

제약조건 (10)은 제약조건 (9)에서 계산된 마지막 배치
레벨의 경우(0.5)를 제외한다. 제약조건 (11)은 배치 레벨
에서 가장 높은 HC를 계산한다.

2.2 PCB 장착 순서 문제

1단계에서 컴포넌트의 조합을 얻었다면 2단계에서는
PCB위 장착점들의 방문 순서를 정한다. SMD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문 순서를 정하는 최적화 문제는 일종의
차량 경로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VRP)로 매우
복잡한(NP-hardness) 문제이다[9, 17]. 그렇기 때문에 기
존 문헌에서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근사해를
찾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접해를 찾는 것이 아닌
최적해를 찾는다. 방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기존의 VRP 문제에서 많이 사용
되는 B&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B&P는 선형 문제가 무
수히 많은 Column(열)을 갖기 때문에 제한된 열을 통해
서 선형 문제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B&P은 선형 문
제의 최적해를 Master problem(주 문제)와 Sub problem
(부 문제)으로 나누어 해결한다. 주 문제는 현재 알고 있
는 제한된 수의 열을 통해 최적해와 dual reward(쌍대 비
용)을 구하고 부 문제는 주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열을 찾아 추가한다.

2.2.1 주 문제

하나의 겐트리가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 PCB위의
장착점을 방문하기 때문에 동일한 컴포넌트 조합의 사이
클은 같은 차량, 조합이 다른 경우는 다른 차량으로 가정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아래는 주 문제에 사용되는 매개변수이다.
 차량 경로들의 집합
 차량 타입들의 집합
 장착점들의 집합
 차량 타입 m에 의해 이동되는 차량 경로 r의

비용, ∈ ∈
 만약 차량 경로 r이 차량 타입 m에 의해 장착점

n를 방문하면 1, 아니면 0, ∈∈ ∈
 차량 타입 m의 개수, ∈
⊂ 제한된 차량 경로들의 집합

아래는 주 문제에 사용되는 결정변수이다.
 차량 경로 r이 차량 타입 m에 의해 이동되면

1, 아니면 0, ∈ ∈
아래는 주 문제의 목적식과 제약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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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 ∈ (18)

목적식 (15)는 차량에 의해 이동되는 모든 경로 비용의
최소값을 갖는 경로를 구한다. 제약조건 (16)은 모든 장착
점은 한번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조건 (17)
은 차량 타입 대수 제한 조건으로 차량 타입 의 개수
이상의 차량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2.2.2 부 문제(Pricing problem)
겐트리 경로 문제에서 부 문제는 주 문제를 푼 후에 해

결한다. 는 방문하는 노드의 쌍대 비용 값, 는 차량의
쌍대 비용값으로 정의한다. net reward(순수비용)는  

로 표현된다. 아래의 식은 차량 으로 이동하는 경

로 에 대한 모든 쌍대 비용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며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식으로 정의한다. 는 제한된 경로 에
추가하는 새로운 경로(column)이다. 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설명할 Labeling algorithm을 시용한다.

  
∈ ∈
argmi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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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Labeling Algorithm
우리는 label(라벨) s를    로 정의한다. 

는 각각 현재 위치하는 노드, 순수비용을 의미한다. 
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이동 할 수 있는 장착점으
로 정의한다. 장착점 에 장착되어야 할 컴포넌트를 

이라 정의한다.    ⋯   는 정수
로 이루어진 벡터이며 방문할 수 있는 는 노즐-컴포
넌트 할당 문제 해결 시에 인풋 데이터로 입력된다.  
 ⋯  는 이진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로써 방문한
장착점의 상태이다. 만약 해당 차량이 를 방문했으면 1 
아니면 0이다. 장착점 에서 장착점 ′으로 확장되기 위해
서 (     에서 ′  ′ ′  ′  ′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                  (20)

 ′ ≥             (21)

제약조건 (20)은 방문하지 않은 장착점일 경우에만 확
장이 가능한 조건이고 제약조건 (21)은 겐트리가 방문할
수 있는 장착점일 경우에만 확장이 가능한 조건이다. 두
조건을 만족했을 때 확장은 다음과 같다.

                  ′  ′, (22)

             ′
′  ′ , (23)

          ′, ∀∈ \′ (24)

          ′   i f ≠′
 

 ∀∈ (25)

식 (22)는 확장된 순수비용 ′는 기존의 순수비용 와
확장하는 순수비용 ′의 합을 나타내며 식 (23)과 식 (24)
는 방문할 수 있는 장착점의 업데이트를 의미한다. 식(25)
는 방문한 장착점을 업데이트 해준다. 하나의 라벨보다 더
결과가 좋지 않은 라벨은 도태되어야 한다. 방문한 장착점
의 수가 더 많거나 같고, 방문할 수 있는 장착점의 종류와
수가 작거나 같을 때 순수비용이 작거나 같으면 라벨을
도태시킨다. ″  ″ ″ ″  ″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26)

             ≥
″ ,∀∈ (27)

               ≤
″ , ∀∈ (28)

2.2.4 Proposed B&P Procedure
Labeling algorithm을 통한 열 생성 기법은 겐트리 경로 

문제에서최적해를 찾을 수있다. 음의상대 비용 값을 가진 
어떠한 열도 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문제를 풀고 개선할 열을 찾는 과정을 반복한다. 개선
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찾고 최적해를 구할 때 최적해가
정수가 아닐 경우에는 Branch and Bound(분기한정법)을
통하여 정수해를 구한다. 문제 해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주 문제를 해결한다.
2. Labeling algorithm을 통해 부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음의 순수비용 값을 갖는 열을 찾는다면 주 문제에
추가하며 1번으로 돌아간다.

3. 최적해가 실수라면 분기한정법을 통하여 정수해를 구
한다.

4. 최적해가 정수라면 과정을 종료한다.

3.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가상의 데이터
를 만들었다. 각각의 데이터는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구
성하였다. PCB의 크기는 가로 800mm, 세로 800mm이며
장착점의 개수는 (25, 50, 75, 100) 4가지 경우의 수를 가
정하였고, 컴포넌트의 종류는 장착점의 수 12%에서 25%
사이의 수, 노즐의 종류는 컴포넌트 종류의 50%의 수로
가정하였다. HC는 최소값 1, 최대값 4인 경우와 최소값
1, 최대값 8인 경우로 정의했다. 정수혼합법 문제와 B&P 
알고리즘을 풀기 위해 IBM사의 소프트웨어 CPLEX를 활
용하였으며 데이터 생성 코드와 정수혼합법 문제를 해결
하는 코드는 Python으로 제작하였고, B&P 알고리즘 코드
는 Microsoft Visual C++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Intel Core i7-8700 CPU 3.20GHz, 메모리 8GB, Windows 
10 환경에서 실행되었다. 장착점의 위치데이터와 컴포넌트 
종류는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5번의 실험을 하여 평균
을 냈다. B&P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 상황의 Level Placing Algorithm을 사용한다[1]. Level 
Placing Algorithm은 Greedy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논문에서는 2단계 PCB 장착 순서 결정 문제를 해결할 때
점과 점사이의 거리를 Euclidian 방식이 아닌 Chebyshev 
방식으로 계산했다. 본 논문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Euclidian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를 Euclidian 방식
으로 변환하여 실험하였다. <Algorithm 1>에서 해당 알고
리즘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구성된 데이터의 장
착점의 수, 컴포넌트 종류의 수, 노즐 종류의 수, HC의 최
대값 및 최소값을 나타낸 표이다. <Table 3>은 <Table 2>
의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값이다. 각 데이터 셋에 대하여
정수혼합법을 통해 풀어진 시간과 B&P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푼 시간 및 총 이동거리의 평균값과 최대값, 최소값
을 나타낸다. Case 13~Case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착
점 수가 큰 경우도 컴포넌트 종류 수에 따라 합리전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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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se Characteristic

Case PCB width PCB height placement comp type nozzle type Min HC Max HC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Case 11
Case 12
Case 13
Case 14
Case 15
Case 16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25
25
25
25
50
50
50
50
75
75
75
75
100
100
100
100

4
4
6
6
7
7
10
10
9
9
12
12
11
11
17
17

2
2
3
3
3
3
5
5
4
4
6
6
6
6
9
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8
4
8
4
8
4
8
4
8
4
8
4
8
4
8

<Table 3> Calculation Result

Case

MIP Solve Time Result of B&P

Avg
calc time

Max
calc time

Min
calc time

Nozzle
change

Avg
calc time

Max 
calc time

Min 
calc time

Avg Total 
distanc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Case 11
Case 12
Case 13
Case 14
Case 15
Case 16

0.078
0.064
0.296
0.288
0.419
0.476
3.508

53.263
1.286
1.585

12.516
265.654
72.588

116.044
643.251

5965.236

0.117
0.073
0.370
0.361
0.523
0.555
3.878

103.354
1.517
1.912

16.623
460.052
176.836
313.662

1579.528
18814.248

0.054
0.054
0.236
0.233
0.384
0.407
2.737

28.984
1.081
1.263
9.015

122.020
32.061
39.358

278.684
465.14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93
0.297
0.264
0.222

31.880
18.405
1.505
1.536

86.707
25.136
7.950
5.362

57.087
14.524
9.445

30.594

9.55
0.588
0.563
0.262

149.264
84.531
1.710
2.085

409.486
103.580
15.946

8
177.328
22.372
11.474
97.748

0.192
0.152
0.125
0.150
1.914
1.651
1.199
1.180
4.761
4.657
3.215
3.433

14.699
9.85

7.604
8.006

10711.71
11326.41
11340.51
10955.99
20900.05
21634.1

20772.47
21523.5

29622.18
29820.52
31003.33
30742.01
37787.5

38690.76
40847.97
41626.81

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Case 1~4, 5~8, 
9~12, 13~16에서 장착점 수와 컴포넌트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정수혼합법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지만 그에 따라
B&P 알고리즘의계산시간은적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Table 4>는 Level Placing Algorithm과 B&P 알고리즘과
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값이다. 1단계 실험결과는 같은 수리
모형을 사용했기에 제외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5번의
랜덤 데이터를 사용한 평균값이다. Level Placing Algo-
rithm의 평균 총 이동거리를 라고 하고 B&P의 평균 총

이동거리를 라고 정의하면 Total Distance Gap = 


×이다. Level Placing Algorithm의 경우 B&P 알고리
즘과 비교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경로는 찾는 경향을 보이
지만 B&P 알고리즘 보다 평균적으로 18% 내외의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lgorithm 1. Pseudo-code for Level Placing Algorithm

Step 1 :

Step 2 :

Step 3 :

Get the results from nozzle-component assignment problem

  ← number of m∀

Get Component type in Placement
Classify point by component type
Sort point by Euclidian distance from (0, 0) to point
For   < max 
  = 0

While        ∀

      Sort point by Euclidian distance from (0, 0) to point
      Select and Delete first point
End While
Update iteration ← iteration+1

End For

Get Shortest Distance about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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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e with Heuristic Algorithm

Case
Level Placing Algorithm Branch-and-price Total Distance Gap 

(%)Avg Calc time Avg Total distance Avg Calc time Avg Total distanc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Case 11
Case 12
Case 13
Case 14
Case 15
Case 16

0.001
0.002
0.001
0.002
0.002
0.003
0.002
0.002
0.003
0.003
0.003
0.003
0.007
0.004
0.005
0.005

13427.34
13833.68
13539.96
13855.33
25497.12
26908.23
25160.72
25883.56
37866.13
37501.23
 36972.6
37944.75
48167.51
48964.23
50597.32
50146.08

2.393
0.297
0.264
0.222

31.880
18.405
1.505
1.536

86.707
25.136
7.950
5.362

57.087
14.524
9.445

30.594

10711.71
11326.41
11340.51
10955.99
20900.05
 21634.1
20772.47
21523.5
29622.18
29820.52
31003.33
30742.01
 37787.5
38690.76
40847.97
41626.81

20.22
18.12
16.24
20.92
18.02
19.60
17.44
16.84
21.77
20.48
16.14
18.98
21.54
20.98
19.26
16.98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형 부품 표면실장기에 대한 겐트리
경로 문제에 대해 수리모형을 제시하고 두 단계의 방법
을 통해 최적화 해법을 제안하였다. 정수혼합법 방법론
을 통하여 사이클당 장착할 컴포넌트 조합을 구하였고
B&P 알고리즘을 통하여 컴포넌트 조합에 따른 최단 거
리 경로를 구했다. 특히 B&P 알고리즘에서 열 생성 기
법과 Labeling algorithm을 통한 효율적인 풀이를 제안했
다. 문제를 해결해본 결과 컴포넌트의 종류, 노즐 종류, 
장착점의 수가 많을수록 첫 번째 단계의 소요시간이 증
가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장착점 수에 대한 컴
포넌트 종류의 수가 적을수록 소요시간이 적게 걸리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같은 수의 장착점에 대하여
계산할 때 컴포넌트 종류의 수에 따라 1단계 정수혼합법
방법론과 2단계 B&P 방법론의 소요시간이 반비례한다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B&P을 사용한 방법론은 컴포넌트와 노즐 할당, 장착 순
서를 고려한 이형 부품 표면실장기 문제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최적화 해법으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해결하는 방법론의 비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겐트리의 속도는 겐트리
가 어떤 부품을 장착하고 이동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
고 일정하다. 하지만 이형 부품 표면실장기에서는 겐트
리가 어떠한 부품을 장착하고 이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동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추후 연구과제로
이러한 속도차이를 고려한 이형 표면실장기 겐트리 경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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