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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중소 바이오 연료 기업의 공급 사슬 망이 기존 화석연료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방법론을 제안한다. 최소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요처들 사이의 최적 경

로와 공급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모델의 해를계산하기 위해 진화론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이용할 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과도한 투자비의 부담이 큰 상용 소프트웨어

대신 문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경로를 계산할 수 있다. 서울의 각 지역별로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는 사례를

통해 제안된 방법을 수치적으로 설명하였다. 

Abstract − Most biofuel companies are in a small scale with short experience of operating the entire supply chain. In

order to compete with existing fossil fuel competitors, renewable companies should be more responsive to demand. It is

financially important to reflect this in the decision supporting system of the company. This paper addresses an evolu-

tionary algorithm based methodology for the distribution problem of renewable energies. A numerical example was pre-

sented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with some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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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최근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

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1].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재생에너지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는 석유를

직접 대체할 수 있어[2] 새로운 에너지원의 도입에 따른 설비 투자

변경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둘째, 화석연료와 유사한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이면서도,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적 성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3].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실질적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기업들만큼 재생에너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원재료 구매, 생산, 운송, 판매 등 전체 영역을 모두 포함

해서 결정된다. 즉 바이오연료 기업의 전체 가치 사슬망(Value

Chain)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바이오 연료 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연료를 저렴한 비용

으로 적기에 여러 곳에 위치한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체

계까지 갖추어야 한다. 특히 바이오연료 제품 공급 사슬망 중에서

제품 저장소(warehouse)나 생산 공장에서 소매상에 연결되는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4].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지만, 그 중요성을 개별 기업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바이오연료 기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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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새로 만들어진 신생 기업인 경우가 많다. 신생 업체는 이미 오

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 안정된 공급사슬망을 갖춘 기업과 비교

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이며, 여러 시행 착오를 통하여

구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

새롭게 공급 사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수립

해야 한다. 소규모 산업체의 경우 초기 자본이나 역량이 기존 대기

업과 대비하여 부족한 경우가 많다. 소규모의 공급 사슬망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의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자본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넓게 분포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급

사슬 망을 갖출 수는 없다. 현실적인 방안은 일부 지역들에 진출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창출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급 사슬 망을 확대시켜야 한다. 

물류 측면에서 특정 지역들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수요가 증가할

때, 여기에 먼저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류 측면에서 자체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체

계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의 해

(solution)를 구하여야 한다.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한 현재까지 알려지 가장 바람직한 체계는

의사 결정(Decision-making) 문제를 수학적으로 재구성(Mathematically

Formulation)해서 그 수학 모델의 최적해를 구하고, 실제 사례에 적

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

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연료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이오연료 생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

(Decision-making framework)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중소 기업의

경우 상용화된 알고리즘이 구현된 상업용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

용하는 것보다, 기업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되고, 구매 가격도 저렴

한 계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Literature Review

공급 사슬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급 사슬

망을 어떻게 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진

행되지 못했다. 중소 에너지 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에서 생산자

가 물류 중간 단계 조직을 개별적으로 가지지 못한다. 즉 생산에서

소매 판매소까지 같이 한 번에 고려해야 한다[6]. 최종 판매가 진행

되는 소매점들의 수는 일반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물류 저장소의 수

보다 매우 많을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차량을 사용하여 출발지에 있는

상품들을 소매점들에게 배송할 때 최소 비용을 사용하여 배송 경로를

구성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가장 연관된 분야는 차량경로문제

(Vehicle Routing Problem, VRP)[7]라 할 수 있다. VRP 문제들 중

에서 특히 각 고객들의 요구량과 배달 트럭의 용량을 설정한 문제

형태를 차량 운송 경로 문제(Capacitated Vehicle Routing Problem,

CVRP)[7]라고 한다.

한편 CVRP 문제는 순회 외판원 문제(Travelling Salesman Problem,

TSP)[8]와 상자 채우기 문제(Bin Packing Problem)[9]를 동시에 고

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차량경로문제는 N개의 판매소에 C의 용

량을 가진 트럭으로 최소 거리 또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의사결정 문

제이다. 각 차량은 하나의 물류창고에서 출발하면 최소 하나의 지

점을 방문한 후 물류창고로 돌아가는 경로를 설정한다. 한 지점의

수요량은 전량 모두 단일 차량으로 공급하며, 한 차량에 할당된 판

매점의 수요의 합은 트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각 차량의

용량은 동일하며, 창고와 지점간 이동시 발생하는 비용은 각 트럭

이 경로를 따라 이동시 발생하는 거리의 합이다. 용량 차량경로문

제는 각 차량의 거리 비용의 합과 차량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차량경로문제는 조합 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의

한 가지 분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커질

수록 계산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NP complete[7]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11,12].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법

으로는 최적 해법(Exact Optimization Method)과 경험적 해법

(Heuristic method)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최적 해법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탐색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크기에 따

라 최적 해를 구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발견적 해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직접 찾지 않고, 다양한 지역적 탐색(Local Search) 기

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해들의 정보를 지능적으로 활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해를 가장 빠른 내에 얻는 것을 말한다. 경험적

해법은 최적 해에 근사한 답을 찾으며, 최적 해법보다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사 값을 얻을 수 있다.

2-1. 차량 경로 문제

차량 경로 문제는 차량이 방문할 목적지들의 방문하는 순서를 정

하는(Sequencing)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그 목적지들이 필요로 하

는 수요의 수량의 합도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순회외판원문제(Traveling Salesman Problem, TSP)가 순서를 최소

화하는데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대

상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나누어 합하는 Bin Packing의 한 방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TSP나 bin packing의 개별적 문제에 비

해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VRP 문제가 현실 상황에서는

그 용량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제

약된 차량 운송 경로 문제(Capacitated Vehicle Routing Problem,

CVRP)[10]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한된 용량을 가진 차량으로 모든

고객 지점에 배달하는 경로를 찾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Dantzig와

Ramser[7]가 하나의 지점(depot)에서 출발과 도착을 하여, 고객들

에게 배달하는 경로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다. 용량 제

한이 있는 차량경로문제도 또한 NP-hard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

구들이 본 문제의 해를 찾기 위해 경험적 해법을 주로 사용했다. 하

지만 경험적 해법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그 문

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적용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해가 반드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타휴리스틱 기법을 적용시켜 최

적의 해를 찾기 위해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미군집(Ant Colony)

알고리즘(Bullnheimer et al., 1999)[13], 유전자 알고리즘(Baker &

Ayechew, 2003; Berger & Barkaoui, 2003)[14], 타부 탐색 알고리

즘(Gendreau et al., 1994; Gendreau et al., 1999)[15,16] 등이 대표

적이다.

차량경로문제의 해법 관련하여, Magnanti[17]는 조합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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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차량경로문제를 해결하는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MIP)에 기반한 수학 모델을 제시하였다. Laporte[18]는

차량경로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Clarke and Wright algorithm,

sweep algorithm, Christofides-Mingozzi-Toth two-phase algorithm,

tabu search algorithm 등의 여러 방법론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근

사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차량경로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은 Lenstra와 Rinnooy Kan[19]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

이, 수요 지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 시간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

하고, 계산 장치의 성능과 많은 용량(resource)이 늘어난다고 알려

져 있다. 

Clarke와 Wright[20]는 각 차량이 서로 다른 다수의 지점을 거쳐서

창고로 돌아오는 것보다 한 대의 차량이 다른 지점을 모두 방문하

고 돌아오는 경우 이동 거리가 최소화시키는 saving 알고리즘을 제

시했다. Reimann et al.[21]은 Saving 알고리즘으로 초기 경로를 구

성한 후 Swee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임의로 여러 개의 하위 문제로

나누어 각각의 분할된 문제를 다시 Saving 알고리즘과 지역 탐색을

사용하여 차량경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Goldberg와

Lingle[22]는 순환 외판원 문제에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를 적용하였고, Bullnheimer et al.[23]은 차량경로문제에 개미

군집 최적화(Ant Colony Optimization, ACO)을 처음으로 적용하

였다. Donati et al.[24]은 차량경로문제에 시간 제약을 해결 하기

위해 개미 군집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차량 이동 횟수와 시간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하였다. 그렇지만 교통 조건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홍명덕 외[25] 연구진이

개미 군집 최적화 방법을 다양한 지점에 있는 고객의 배달 시간과

각 고객의 요구량을 모두 만족하며 최소 이동 경로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준택 et al.[26]은 차량경로문제에 이분 시드 검출 방

법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3단계로 구성하여 비교적 빠

른 시간 내에 최적 근사값을 찾아내었다. 본 눈문에서는 여러 메타

휴리스틱 방법 중에서 개미 군집화 방법에 대해 집중하겠다. 

2-2. 개미 군집 최적화 방법

개미 군집 최적화 방법은 처음에는 개미 시스템(Ant System,

AS)이라 명명하여 자연 속 개미들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개미가 군

락에서 먹이를 찾아갈 때 분비하는 페로몬을 이 다음에 거쳐가는

개미들이 페로몬의 농도와 정보를 활용해서 더 나은 경로를 구축하

게 되는 원리를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활용한 것으로 Colorni

et al.[27]가 제안하였다. 이후 개미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여러가

지 조합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 개미 군집 최적화 방법(Ant

Colony Optimization, ACO)을 Dorigo et al.[28]이 제안했다. 

Bullnheimer et al.[29]는 개미 군집 최적화 방법을 활용 하여, 인공

개미를 통해 경로를 설정한 후 지역 탐색을 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Gambardella et al.[30]은 개미 군집을 독립적으로 두개로 나누어

경로를 찾고 또 각 개미 군집이 차량 운행 거리와 차량 수를 최적화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Multiple Ant Colony System for VRPTW,

MACS-VRPTW)을 제안 했다. Colorni and Dorigo[31]은 Job-shop

scheduling 문제에 개미 시스템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설정에 따른

솔루션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었지만 최대 개미 수는 2천마리

로 제한되었다. Cordon et al.[32]은 TSP 문제에 개미 시스템을 적

용하는 경우에 페로몬 누적 량을 다르게 하여 가장 좋은 결과와 가

장 나쁜 결과에 따라 페로몬을 누적 방법 세 가지의 결과를 비교분

석 하였다. Stutzle et al.[33]은 MAX-MIN Ant System을 TSP 문

제에 적용해서 페로몬 업데이트 중에 각 지점에 페로몬의 양을 최

대치와 최소치의 한계를 두어 지역 해로 수렴 되는 것을 방지했다.

Gambadella et al.[34]은 일반적인 개미 시스템에서 보다 새로운 페

로몬 업데이트 방식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개미 시스템(Hybrid Ant

System, HAS)-QAP을 제안하고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하이브리

드 유전 알고리즘, 타부 서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등과 비교분석

하였다. Geem et al.[35]은 개미 군집 최적화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파라미터 값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개미 시스템의 성능을

요구 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제어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

들의 조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3. 상자 채우기 문제

상자 채우기 문제는 다양한 크기를 갖는 유한 개의 항목들을 가

능한 적은 상자들로 채우는 것이다. 여기서 각 상자는 일정한 용량을

갖는다. 상자 채우기 문제는 NP-Hard 문제의 한 분류에 속하며, 문

제의 크기가 커질 수록, 다항 시간(Polynomial time) 이내에 최적해를

찾아낼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상자 채우기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휴리스틱(경험법칙) 방법으로

FF (First Fit), FFD(First Fit Decreasing), BF (Best Fit), 그리고 BFD

(Best Fit Decreasing)의 4가지 방법이 있다[36]. FF는 상자를 순서

대로 검사해 가면서 해당 항목을 채울 수 있는 첫번째 상자에 채운

다. FFD는 항목을 내림차순 정렬을 한 후 FF를 수행한다. BF는 모

든 상자를 검사해서 각 상자에 항목을 채울 경우 남는 영역이 가장

적은 상자에 채운다. BFD는 항목을 내림차순 정렬을 한 후 BF를

수행한다.

3. 중소 바이오연료 기업의 물류 운송 문제

차량 운송 경로 문제는 무작위의 N개 도시의 위치와 각 도시간의

비용이나 거리가 주어졌을 때 모든 도시를 단 한번만 방문하고, 처

음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최소 거리를 구하는 최적화 문제이다.

기존의 각 도시는 일정한 요구량(Demand)을 가지고 있고, 차량은

일정한 용량(Capacity)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형태를 벤치마킹

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중소 바이오연료 기업의 물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N개의 고객이 존재하고, 각

고객 i는 qi의 수요량을 갖는다. 기업에서 이동 경로 상에 K대의 차

량이 있고, 각 차량의 최대 용량은 Q, 이동거리는 최대 L로 제한되

어 있다. 모든 차량은 물류창고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모든 고객을

한 번에, 또 한 지점은 한 차량을 통해 필요한 수요량을 공급해야

한다. 

n개의 지점과 각 지점은 좌표 i, j와 요구량 di을 가지는 것으로 가

정하자. 이 때 창고를 의미하는 첫번째 지점 0과 n개의 지점을 포함

하여 V라고 한다. 

최적의 차량 대수를 K라고 하고, 이 차량의 용량은 C로 제한한

다. 모든 지점을 한번씩 또 한 대의 차량만 방문해야 하고, 모든 차

량은 시작점과 종료를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 차량의 적재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다. 연구[7]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비

용을 최소화시키는 경로를 찾는 다음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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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umber of Places to visit

V = {0,1, … , n}, 0 mean depot

i,j = 0,1,2, ..., n Customer Coordinates

K: Number of vehicle

C: Vehicle Capacity

di: Demand of customer (i)

xij

ui: load of the cehicle after visiting customer i

Min Z = (1)

Subject to

\{0} (2)

\{0} (3)

(4)

(5)

ui− uj − Cxij≤ C − dj, ∀i, j∈V\{0} i ≠ j, di + dj≤ C (6)

di≤ ui ≤ C, ∀i∈V\{0} (7)

xij = {0,1}∀i,j (8)

식 (1)은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목적 함수식이다. 식 (2)와 (3)은

모델을 구축하는데, 모든 수요 지점은 한 대의 차량으로 각각 한 번

씩만 방문을 해야함을 뜻한다. 식 (4)와 (5)는 각 트럭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표현한다. 식 (6)과 (7)은 각 차량의

최대 적재 가능한 용량에 제약된다는 것을 뜻한다. 식 (8)은 이진 변

수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출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로를 생성

하지 않게 한다.

1;  

0; otherwise⎩
⎨
⎧ if the point passes ‘i’ to point ‘j’

cijxij
n

j V∈
∑

n

i V∈
∑

xij

i V∈

∑ 1 for all j V∈,=

xij

i V∈

∑ 1 for all i V∈,=

xi0

i V∈

∑ K=

xi0

j V∈

∑ K=

Fig. 1. Example illustration of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Problem.

Fig. 2. The proposed computation decis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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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의 물류 문제는 Fig.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Fig. 1은 재생에너지 운송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각각의 수요량을 가진 아홉 곳의 수요처가 분포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바이오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여기서 운송 차

량의 1회 운송량에 제약되는 가운데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단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운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고객

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원칙이 바이오연료 기업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재생에너지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 방법론

으로 Fig. 2에나타내었다. 처음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ACO를 사용

하여 기본적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초 해를 생성한다. 이 최초

해의 각각의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Demand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의 용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

어진 수요처들을 운송하기 위한 최단 경로를 계산한다. 사용되는

차량의 Capacity를 넘지 않으며, 그 경로가 이전 경로와 비교하여,

짧은 경로일 경우 현재 단계 i에서 최적해로 선정된다. 최대 반복횟

수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좋은 해를 찾는다. 또한 더

이상 이전 해와 최적 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계산

된 최적 해의 경로와 길이와 그룹이 최종 최적해가 된다. 

4. Numerical Example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응용 가능성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차량용 바이오 연료를 한국의 서울 특별시에 공급하고자 한다.

서울 전체 지역이 판매 주유소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초기

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많지 않아서 각 구에 1군데 정도

있다. 이 주유소들의 위치와 현재 수요들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

다. 바이오 연료 생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수요처들의 추가 주문

량만큼을 바로 배송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직 물류 네트워크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소수의 운송

트럭만이 준비되어 있다. 제품의 판매 빈도 및 수량이 각 수요처 별

로 각 time period 마다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하면 Table 1에 나열되

어 있는 수요는 고정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각 수요처 별로 매번 다

른 수요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 번 다른 수요가 생길 경우

에는 최단 시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물류 네

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에 여유가 없다. 따라서

물류 의사 결정 체계에 기존 수학적 방법에 기반한 최적화 알고리

즘을 비싼 가격에 도입할 수 없다. 따라서 진화적 알고리즘에 따라

이 기업의 상황을 최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MATLAB로 구현되어, E5-2687W

CPU @ 3.10GHz, 32GB RAM 환경 하에서 실행되었다. Table 1에

제시된 자료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의 위치를 x, y 좌표로 표시

하였으며 Demand는 서울시 전체인구에서 각 구가 차지하는 비율

을 환산하여 선정했다. 

Fig. 3은 중구청을 중심으로 CVRP를 수행했을 때 Best Route와

필요한 트럭 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에 나와 있는 각 개별 트럭은 중구를 시작으로 하여 Bin

Packing Problem으로 차량의 Capacity와 각 구청의 Demand를 고

려하여 그룹화 되어있는 구청들을 순회한 결과이다.

Table 2는 출발지를 바꾸어 가며 CVRP를 수행 했을 때 어느 구

청에서 출발하면 Best Route가 가장 짧게 나오는 지와 또 필요한

트럭 수, 마지막으로 MATLAB이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을 정리하

였다.

Fig. 4는 Table 2에 나와있는 각 구청 별 최단 경로(Best Route)를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ACO 알고리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우수

한 값이 찾아지면, 그 주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울에 있는 각 구청의 위치와 각 사이 거리로 CVRP를 수행하

였다. Depot의 위치를 각 25개의 구청 별로 모두 수행 했을 때 가장

Table 1. Geographical location lists of demands

Office x-coordinate y-coordinate Demand (unit)

1 296 198 50

2 250 232 20

3 220 399 60

4 198 338 50

5 342 72 60

6 303 124 40

7 326 56 40

8 153 314 50

9 386 170 50

10 160 248 50

11 130 370 50

12 149 429 30

13 206 219 40

14 193 150 60

15 105 330 50

16 79 261 70

17 329.5 333.5 60

18 368 295 40

19 313 398 50

20 404 337 70

21 322 252 40

22 277 253 20

23 323 226 40

24 430 300 50

25 265 303 30 Fig. 3. CVRP starting on Jung-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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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경로로 배송을 할 수 있는 구는 성북구가 나왔다. 중구에서 출

발 했을 경우 거리는 231.66 km가 나왔고, 필요한 트럭 수는 7대로

나왔다. 필요한 트럭 수가 적은 트럭 7대를 기준으로 하면 조건에

충족하는 구의 수는 5개가 나왔다. 이 중에서 총 거리가 가장 짧은

구는 종로구로 234.68 km가 나왔다. 이를 보아 거리가 조금 늘어나

게 되지만 트럭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DEPOT의 위치를 배치해

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5. Discussion

바이오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지만 바이오연료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이어서, 이러한 공급사슬

망의 물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 실제 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

AC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용량 제한이 있는 차량경로문제의 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한 차량으로 배송

해야 하는 고객들을 그룹화 하는데 ACO알고리즘을 이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배달 지점의 순서들을 선정할 때 ACO 알고리즘과

Bin Packing Problem에서 tabu search를 적용되었다는 것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실험결과 기존의 ACO 알고리즘들보다 좀 더 우수한 결과가 나

왔지만 배달할 지점이나 용량과 같은 문제의 크기가 커질 경우 계

산 시간이 다른 결과보다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것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계산시간을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ACO에서 사용되는 여

러 가지 매개 변수(parameter)등 외에 방법론이나 데이터 셋을 효율

적으로 배열하고 설정하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바이오연료가 실제 현장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기 위해

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개선이 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계속될 것이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Table 2. Route of CVRP on seven trucks

Truck Number Route

Truck1 1 25 2 5 1

Truck2 1 3 24 22 1

Truck3 1 21 23 4 6 1

Truck4 1 8 15 16 7 1

Truck5 1 10 11 9 13 1

Truck6 1 12 19 20 1

Truck7 1 17 14 18 1

Table 3. The optimal distance for each customer, the number of trucks

needed, and the MATLAB calculation time calculated by CVRP

Office
Best Route

(km)

Truck

(#)

Calculation time 

(sec)

1 296.85 8 43.0

2 234.68 7 41.1

3 357.85 8 43.1

4 295.1 8 42.2

5 432.65 8 43.2

6 360.02 8 41.9

7 415.29 7 41.8

8 330.24 8 42.0

9 376.15 8 42.3

10 333.09 8 42.7

11 378.05 8 42.7

12 394.18 7 41.2

13 319.43 8 41.7

14 356.51 8 43.0

15 365.93 8 43.0

16 425.04 9 44.1

17 361.8 9 43.8

18 358.08 8 41.8

19 333.11 8 43.2

20 303.18 10 44.3

21 303.18 8 42.2

22 231.66 7 41.4

23 291.05 8 41.7

24 374.92 8 42.7

25 275.02 7 41.6

Fig. 4. CVRP Result of best route in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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