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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time and cost of a project activity exists in a selected mode and there is a quality level for 

the selected mode, and the time and cost of the current activity is determined by the quality level of the 

preceding activity. When an activity is a predecessor activity of an activity, it is characterized as a trade-off 

problem in which the time and cost of the activity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quality level of the activity.

Methods: A neighbor search heuristic algorithm obtains a solution by (1) randomly determining the mode, 

quality level, and assignment order for each activity. (2) get a solution by improving the solution by changing 

the possible modes and quality levels; (3) to find a solution by improving the solution from the point where 

it is feasible to advance the start time. Here, Case[1] is a method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value after 

repeating (1). Case [2] is a method for finding a solution including (1) and (2). Case [3] refers to a method 

for finding solutions including (1), (2), and (3).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value of the objective function presented by the algorithm changes depending 

on how the model of the heuristic algorithm is designed and applied.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algorithm design and proves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problem of activities in the project schedule.

Conclusion: A study significance of the optimization algorithm and the heuristic algorithm was appli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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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quality of the preceding activity on the duration and cost of itself and the succeeding activity, 

which was not addressed in the project schedule problem.

Key Words：RCPSP, Activitiy-quality, Quality-level, Heuristic-algorithm, Optimal-solution

1. 서  론

자원제약이 존재하는 프로젝트 일정에서 선행활동 품질수준이 후행활동의 시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

제는 현대 시대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활동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Yoon and 

Jo,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활동들의 일정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제

공하고자 한다.

1.1 문제의 배경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은 “기획 → 분석 → 설계 → 개발 → 통합 → 검수 → 납품” 등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활동들의 시간과 비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Ahn and Min,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활동의 시간과 비용은 선행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후행활동 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활동”

보다 나중에 수행되는 “분석활동”은 선행활동인 “기획활동”의 결과에 따라 “분석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일정문제에 대한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선행활동의 수행 결과에 따라 후행활동의 시간

과 비용이 달라진다. 프로젝트 활동에서 후행활동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선행활동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므

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의 역도 성립될 것이다.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미 정해진 

시간과 비용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과 비용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여 목적함수 값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Kim(2016) “자원제약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문제에서 품질과 시간, 비용간의 트레이드오프 

문제”의 품질지수 선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활동의 품질수준이 자신 및 후행활동의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Figure 1. Successor activities that affect the results of predecessor activitie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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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프로젝트 활동의 품질지수(Quality Index,  )를 제안하였다. 는 활동 와 모드 , 품질수준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다. 여기서, 가 1.0보다 크면 후행활동의 시간과 비용이 감소됨을 의미하고, 

1.0이면 변동 없음을 1.0보다 작으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활동의 품질수준(Quality Level, )은 고품

질, 보통품질, 저품질로 구분되며, 결정되는 시간(Applied Time, )과 비용(Applied Cost,  )은 사전에 알려진 시

간(Make Time,  ), 비용(Make Cost, ) 에 를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Figure 4. Time and cost change of the successor activity by the QI applied to the preceding activity  

<Figure 4>에서 사전에 알려진 선행활동 [ ,]=[12, 1200]이 고품질(=1.1)로 수행될 경우 [ ,]=[13.2, 1320]으로 증가된다. 이는 자신의 활동에 선행활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 ,]에 를 

곱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후행활동의 [ ,]=[9, 900]이라면, =9÷1.1=8.2, =900÷1.1=818.2로 수행된

다. 여기서, 선행활동의 는 에 의해 적용된다.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 고품질의 를 적용하거나, 저품질의 
를 적용하여, 정해진 종료시간 안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면, 모든 활동들을 대입하여 적용해야 최적해

(Optimal-solution)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은 “선행활동의 품질수준에 따라서 선행활동과 후행활동은 시간과 비용의 Trade Offs 문

제”가 성립되며, 선행활동의 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면, 후행활동의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고, 반대로 선행활

동의 가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면, 후행활동의 시간과 비용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라 하더라도 활동들의 특성에 따라 1.1~1.3사이의 를 달리하여 수행된다는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

고, 보통수준의 는 0.9~1.1 사이로, 낮은 수준의 는 0.7~0.9사이로 구성하여 프로젝트가 수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알려진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선정된   이다.

 

 

  ≤  ≤   ≤  ≤   ≤ ≤ 
또한, 현재 진행활동의 선행활동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의 산출방식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산출할 

수 있다.

(1) 가중 산술평균일 경우:     
(2) 가중 기하평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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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산정 문제이므로 산술평균(   인 경우)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활동들의 범위와 난이도, 업무능력 등이 매번 동일하지 않다(Kerzner, 2013)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다.

  Known   Apply Preceding 

Activities   
1

(Plan)

1 10 1,000

1 1.2 12.0 1,200.0 

-

2 1.1 11.0 1,100.0 

3 0.8 8.0 800.0 

2 12 1,200

1 1.1 13.2 1,320.0 

2 1.0 12.0 1,200.0 

3 0.8 9.6 960.0 

2

(Analysis)

1 10 1,000

1 1.1 11.0 1,100.0 

1

2 0.9 9.0 900.0 

3 0.9 9.0 900.0 

2 10 1,200

1 1.2 14.4 1,440.0 

2 1.1 13.2 1,320.0 

3 0.8 9.6 960.0 

3

(Design)

1 20 2,000

1 1.3 26.0 2,600.0 

2

2 1.0 20.0 2,000.0 

3 0.7 14.0 1,400.0 

2 18 1,800

1 1.2 28.8 2,880.0 

2 1.0 24.0 2,400.0 

3 0.7 16.8 1,680.0 

4

(Development)

1 40 4,000

1 1.2 48.0 4,800.0 

2, 3

2 1.1 44.0 4,400.0 

3 0.9 36.0 3,600.0 

2 50 5,000

1 1.2 60.0 6,000.0 

2 0.9 45.0 4,500.0 

3 0.7 35.0 3,500.0 

5

(Calibration)

1 10 1,000

1 1.1 11.0 1,100.0 

4

2 1.0 10.0 1,000.0 

3 0.7 7.0 700.0 

2 12 1,200

1 1.2 14.4 1,440.0 

2 1.1 13.2 1,320.0 

3 0.8 9.6 960.0 

6

(Delivery)

1 5 500

1 1.1 5.5 550.0 

5

2 0.9 4.5 450.0 

3 0.8 4.0 400.0 

2 6 600

1 1.3 7.8 780.0 

2 1.0 6.0 600.0 

3 0.9 5.4 540.0 

Table 1. Project-based timelin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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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질지수 산정방법

프로젝트 활동들이 <Table 1>과 같이 진행된다면, 프로젝트 활동 중 개발활동( )은 선행 분석활동( )과 설계활

동( )이 종료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정해진 프로젝트 종료시간(Due Time,  )는 [95]이고, 

모든 활동의 은 [1]로 설정하고, 활동들의 을 고품질로 적용한다면, 프로젝트 총 수행시간(Total Time, )과 

수행비용(Total Cost,  )은 [99, 9589]로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활동들의 을 저품질으로 적용한다면, 

[ ,]=[93.3, 9972.6]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고품질 =[99]와 저품질 =[93.3]으로, 저품질일 경우 프

로젝트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 수행비용은 고품질 [9589]와 저품질[9972.6]으로, 고품질일 경우 

수행비용은 더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min가 목적일 경우에는 저품질로 프로젝트를 수행하

여야 하고, min 가 목적인 경우 고품질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수행비용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하는 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고품질 프로젝트 수행이어

야 하지만 고품질의 경우 종료시간이 [4]만큼 지연되었으므로, 종료시간 단위마다 패널티 비용(Penalty Cost, )

를 부과 한다면 의사결정변수는 저품질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일정

은 <Table 1> 바탕으로 와 를 <Table 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 1 99.0 9,589.3      3,970 13,559.0 

1 2 101.3 9,899.5      6,311 16,210.2 

1 3 93.3 9,972.6 - 9,972.6 

※ : objective function value

Table 2. Project objective function calculation result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들의 품질지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활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    ×  
   (2) 선행활동이 존재할 경우:    ÷,   ÷ 
※ (직접적인 선행활동)

1.3 문제의 차별성

“자원이 제약되고, 활동별로 복수의 모드가 존재하는 프로젝트 일정문제”에서 기존 연구들은 와 가 선정되

는 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즉, 가 의 선행활동인 경우, 의 와 는 의 와 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

된다는 것이다. 와 선정된 비용 내에서 수행한다는 조건이 존재하고, 각 활동의 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모든 

프로젝트 활동들에 를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활동의 와 는 선정된 이 존재하고, 선정된 에 대한 가 있으며, 현재활동의 와 는 선행활동의 에 의해 결정된다

는 것이다. 즉, 가 의 선행활동인 경우, 의 에 따라 의 와 이 결정되는 Trade-offs 문제로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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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1.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둘째, 문제의 해법을 휴리스틱 기법으로 적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자원제약을 고려한 활동별 복수모드와 품질지수가 존재하는 프로젝트 일정문제에서 선행활동 품질수준

이 후행활동 시간,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한 알고리즘 문제이다.

Icmeli-Tukel and Walter(1997)는 프로젝트 품질을 최대화할 때 얻어지는 총 소요시간이 최소화되고, 프로젝트 

가치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일정계획보다 효과적인 것을 설명하였다. Vikram et al.(2009)은 선택 가능한 

모드가 복수인 경우, 주어진 자원들이 사용되는 기술수준에 품질차이가 존재하여 자원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설

명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일정문제의 연구에서 활동에 대한 와 은 선택 가능한 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것은 가 의 선행활동인 경우, 의 와  , 그리고 의 와 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와 는 선택 가능한 과 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가 의 선행활동인 경

우, 의 에 의해 의 와 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 와 는 의 에 독립적이지 않고, 매개로

써 존재하므로 독립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2.1 시간-비용 트레이드-오프 문제

프로젝트 활동의 시간과 비용의 Trade-offs 문제는 활동에 적용되는 추가 비용에 의해 감소되고, 활동들의 선행

과 후행에 대한 관계는 고려되지만 요구되는 자원제약은 고려하지 않는다(Ahn and Erenguc, 1998). 그리고, 활동들

간 시간과 비용 Trade-offs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정한 활동의 일정문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모든 활동들의 

일정에 대한 문제들이다(Kelley, 1961). 프로젝트 일정문제에서 시간과 비용의 최소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동적

(Dynamic)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불연속적인 시간과 비용 Trade-offs 문제를 위한 분기한정기법(Branch and 

Bound Method)들을 사용하여, 시간과 비용의 최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obinson, 1975; Sprecher, 2002).

따라서, 프로젝트 시간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 혹은 자원을 증가시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시간과 비용 문제에서는 최적의 시간과 비용이 존재한다(Tormos and Lova, 2003). 이러한, 

단일목적함수는 시간과 비용의 최소화 또는 최대화를 의미하며, 연산의 난이도는 선형계획법보다 수월한 문제라 할 

수 있다(Carolin and Helber, 2015).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활동들의 선ㆍ후행관계에서 품질수준을 적용한 시간

과 비용의 최소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2.2 단일모드에서 자원제약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문제

단일모드에서 자원제약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문제는 사전에 알려진 자원과 목적함수의 완료시간 최소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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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러한 일정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활동기간, 비선점(Non-preemptive)활동, 자원제약, 활동간의 

선ㆍ후행 관계를 포함한다(Ahn and Min, 2008).

이러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문제는 각각의 활동들의 가장 빠른 시작시간을 선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

하면 활동들의 시작시간 배정은 종료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활동의 시작시간을 한 단위씩 뒤로 이동하며 실행 

가능한 해를 찾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배정과정을 통하여 최적해(Optimal-solution)를 찾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적함수는 비용 최소화 문제로 자원충돌(Resource-conflict)이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활동을 지연할 것인지 혹은 

어떠한 활동을 우선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활동들의 시작시간은 달라진다.

min       max 
※  (프로젝트 총비용),  (적용된 각 활동들의 비용), (프로젝트 패널티 비용), (프로젝트 종료시간), 

(사전에 알려진 프로젝트 종료시간)

따라서, 활동들에 대한 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시작시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활동의 수가 개일 경우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의 문제로 매우 큰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Taha, 2016).

2.3 복수모드에서 자원제약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문제

프로젝트 일정문제에서 각 활동들의 수행을 위해 허용 가능한 모드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각 모드는 특정한 자

원의 유형에 따라 처리시간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지고 있고, 일정하

거나 변화되는 자원의 수준을 가지는 문제에 활용되고 있다(Madjid et al., 2014). 또한, 복수 모드를 가지는 프로젝

트 일정문제에서는 어떠한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변화되는 특징을 알 수 있다(Masanori and Suzuki, 

2010). 

목적함수는 단일모드를 적용한 프로젝트 일정문제와 동일하며, 의사결정 변수는 각 활동의 모드와 시작시간이 되

고, 시간과 비용, 종료시기는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복수모드의 연산 난이도는 개와 조합된 모드 경우의 

수 을 곱한 것과 같다(Elham et al., 2014). 이러한, NP-Hard Class의 문제는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

부가 알려져 있지 않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Yim, 2011).

2.4 기타 주요연구 내용

입자 군집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다층 구조 시스템이 중복되는 최적 할당 방법에서, 신뢰도가 높은 부품을 사용

하거나, 비슷한 기능의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품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어떠

한 부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기능성, 신뢰성, 시간, 비용,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Chung, 2019).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프로젝트 일정 및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품질저하 등 고장, 결함 및 불량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책으로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07). 제품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도한 대로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평가하고, 만족하

지 못할 때는 개선 활동을 통해 설계 단계로 개선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신뢰성 및 효율성 평가 활동이 

필요하다(Cho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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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제약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참고한 주요연구는 <Table 3>의 정리내용과 같다.

Researcher Research contents

Icmeli-Tukel(1992)

A study in which the total required time obtained when maximizing the 
project scheduling problem and the trade-off of time and cost and the 
project quality is minimized, and that the net present value of the project 
is more effective than the conventional scheduling in terms of duration and 
cost.

Kolisch et al.(1995),

Sprecher(2002)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priority of activities in the project schedule 
plan was systematically arranged, and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start 
time of the organized activities was presented.

Tormos and Lova(2003)

Develop and present a heuristic that applies the Forward-Backward 
Improvement method to the project schedule problem calculated using 
simulation data.

Ballestin et al.(2008)

By dividing the schedule problem considering resource constraints into 
serial schedule generation and double schedule generation, the study that 
applying preemption greatly contributes to shortening the project period.

Vikram et al.(2009)

When there are multiple selectable modes, the quality difference exists in 
the level of technology used for given resources, and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making through cross-training of resources.

Masanori and Suzuki(2010)

A method of applying various attributes to nurses, such as a general 
schedule plan and an alternative schedule plan, is presented in the project 
schedule problem considering resource constraints.

Elham et al.(2014)

In the discrete time-cost-quality trade-offs problem, the goal is to maximize 
the quality by minimizing the cost and time with the optimal combination 
method.

Madjid et al.(2014)

In the project schedule problem, a multi-purpose algorithm was propo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trade-offs between time-cost-quality and 
project purpose, and the algorithm for time-cost minimization in the project 
schedule problem is a very difficult problem (NP- Hard class).

Carolin and Helber(2015)

A genetic algorithm studies the problem of deciding whether to perform 
a specific activity in a situation where the activities with a structure of a 
flexible project schedule are not known in advance.

Ryu(2017)

Study the problem of applying the algorithm for establishing a schedule 
that minimizes the cost so that the value of the module belonging to the 
project stage can be maximized by using the optimization technique.

Chung(2019)

An important technique used to identify and eliminate known or potential 
failur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complex systems and to 
provide informational problem studies for risk management decisions.

Cho et al.(2022)

Study of process reliability issues by defining and identifying potential 
failures, problems, errors, etc. known from a system, design, process or 
service before reaching the customer through FMEA.

Table 3. Research contents of interested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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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수식(Mathematical Formulation)

3.1 주요 가정

본 연구에서의 주요 가정은 10가지로 설정하였다. (1) 프로젝트의 활동과 활동에 대한 선ㆍ후 관계는 확정적이다. 

(2) 프로젝트에서 활동들은 선택 가능한 복수의 모드가 존재한다. (3) 활동별 모드 내에 품질수준이 존재한다. (4) 

활동별(모드, 품질수준) 조합에 따라 활동의 수행 시간과 비용이 결정된다. (5) 위의 시간과 비용은 해당 활동의 선행

활동들의 품질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6) 활동별 모드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은 확정적이다. (7) 프로젝

트의 모든 시간에 걸처 자원의 종류별 가용량은 확정적이다. (8) 프로젝트 일정에 의한 자원의 요구량은 가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9) 한번 시작한 활동은 다른 활동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Non-preemptive). (10) 프로젝트는 종료

시간이 존재한다. 종료시간 보다 일정이 지연되면, 지연된 시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3.2 문제의 수식화

본 연구에서 수학적 수식은 다음과 같다.

Minimization:

min        ×         (1)

Subject to:

   ∈ ∈   , ∈  ∀  (2)

      ∈ ∈  ×            (3)

       ∈ ∈  ×            (4)

   ×  ,     ×      (5)

    ÷ ,      ÷     (6)

   ≤ ,               (7)


∈  ∈ ∈  

× , ∀   (8)

여기서, (1)은 목적함수를 의미한다. 목적함수는 [활동 비용의 합 ＋ 프로젝트 지체보상금]으로 계산한다. 프로젝



274  J Korean Soc Qual Manag  Vol. 50, No. 2: 265-286, June 2022

트 지체보상금 는 첫째, 활동들 중에서 종료시간이 가장 큰 종료시간 와 사전에 알려진 프로젝트 종료시간 
를 감산한 기간 중 큰 값을 선정한다. 둘째, 와 를 감산한 큰 값을 사전에 알려진 시간단위 지체보상금 로 

곱한 값이다. 여기서, 프로젝트 지체보상금   ×  로 표현할 수 있고, 활동들 중 종료

시간이 가장 큰 종료시간은   max  로 표현할 수 있다. (2)는 각 활동별로 모드의 품질수준은 하나만 선택

한다. 여기서, 는 활동 가 모드 으로 진행될 때 품질수준의 집합이다. (3)은 활동 에 적용되는 시간의 품질

지수  는 활동 의 선행활동들  의 선정된 시간에 대한 품질지수 가중평균이다. (4)는 활동 에 적용

되는 비용의 품질지수   는 활동 의 선행활동들  의 선정된 비용에 대한 품질지수 가중평균이다. (5)

는 활동 의 기준 시간  와 비용   는 이미 알려진 자신의 시간 와 비용 에 선행활동 품질지

수 가중평균  와   를 곱한 값이다. (6)은 활동 에 적용된 기간  와 비용  는 기준 시간  와 

비용   에 이미 알려진 자신의 품질지수  로 나눈 값이다. (7)은  는 활동 의 배정되는 시작시간이다. 

활동 가 활동 의 후행활동이면, 활동 의 시작시간은 활동 의 종료시간보다 앞설 수 없다. (8)은 는 시점 에 

진행 중인 활동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기는 개념적 서술로써,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파악되는 집합이다. 그렇지 

않으면 표기가 너무 방대해진다. LP나 IP로 문제를 푸는 경우, 명시적 표현이 필수지만,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개념적 서술로도 충분하다. 는 활동 가 모드  으로 진행될 때 요구하는 자원 의 수량을, 는 자원 의 

가용량을 의미한다. 위 식은 일정에서 요구하는 자원의 수량이 매 시점별로 가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4. 알고리즘의 약술 및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의 사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Kim(2016)에서 제시한 최적화 기법의 탐색기법과 효율성 제고 방식을 

사용하였다. 문제의 크기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최적해를 구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 최적해가 아니더라도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찾기 위해 메타-휴리스틱 절차(Meta-heuristic Procedure)를 

사용하였다.

4.1 최적화 기법

최적화 기법은 모든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실행가능해(Feasible-solution)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반드시 최적 실

행가능해(Optimal Feasible Solution)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은 NP-Hard Class의 경우, 문제가 

커지면 최적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급증하여, 현실적인 시간 내에 최적해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작은 크기의 문제일 경우 최적해를 찾는데 사용하고, 제시할 

메타-휴리스틱 기법에서 제시하는 해(Solution)가 얼마나 최적에 근접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은 Kim(2016)의 전체 열거법(Total-enumeration)을 기반으로 하였다. 전체 열거법은 가능한 

모든 해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서 각 활동의 가능 여부(Feasibility)를 탐색하고, 실행 가능한 해 중에서 목적함수 

결과 값이 가장 좋은 것을 최적해 값(Optimal-solution Value)으로 하였다.

4.1.1 해(Solution) 영역

본 연구에서 문제의 해(Solution)는 각 활동별 모드와 품질수준 그리고 시작시간으로 구성된다. 문제의 수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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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데,    =1이라면 활동 는 모드 과 품질수준 로 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의 수식에서 또 다른 주요 독립변수는  로써 활동 의 시작시간을 의미한다. 활동들의 수행 시간 나 수행 비용 는 사전에 주어진 계수들이고, 실제 수행 시간은  , 실제 수행 비용은    그리고, 활동의 종료시간  는 활동들의 모드와 품질수준, 시작시간이 확정되면 그에 의하여 결정되는 종

속변수들이다. 따라서, Ahn and Erenguc(1998), Sprecher(2002)와 Kim(2016)에서 다룬 문제와 다르지만 문제의 

조합으로 간주한다면 문제의 해와 차원이 동일하다 할 수 있다.

4.1.2 전체 열거법(Total Enumeration)과 경우의 수

전체 열거법이(Total Enumeration)란 가능한 모든 해를 체계적으로 나열하면서 각 해의 실행 여부(Feasibility)를 

탐색하고 실행 가능한 해(Feasible Solution)이면 그 해의 목적함수 값을 탐색한다. 가능한 해를 모두 탐색한 후 실

행 가능한 해가 하나도 없으면 실행 가능한 해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한다. 하나라도 있으면 실행 가능한 해 중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좋은 것을 최적해로 하고, 그 목적함수 값을 최적해 값(Optimal Feasible Solution Value)으로 한다

(Sprecher, 2002).

본 연구의 해 영역에서 활동별 선정 모드와 품질수준은 유한한 경우의 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의 선택 가능한 

 이고 각 모드 별로 선택 가능한   라면, 의 과 의 가능한 조합은 총 12개가 된다.  프로젝트를 구성

하는 활동의 수가 이므로, 활동 별 가능한 과 의 조합이 총 12개씩이라면 프로젝트 전체 활동의 조합 수는 

 가 된다. 즉, 이 커질수록  의 값은 급증하지만, 이 수는 여전히 유한한 값이다.

4.1.3 최적화 기법 알고리즘 

전체 가능한 모든 해를 체계적으로 나열하기 위해 Sprecher(2002)의 선행나무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하였다. 따

라서, 모든 해는 활동의 배정순서에 따라 표현한다. 이러한 활동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여기서 는 활동, 그 

활동에 배정된 모드와 품질수준을 의미한다. 활동들의 조합중에서 활동 간의 선행관계를 위배하는 순서조합은 제

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는 의 선행활동이라 하자. 의 배정순서가 의 배정순서보다 앞서 있다면 그 순서조

합은 실행가능한 해를 만들 수 없다.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은 활동의 배정순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란 이미 두 활동이 배정(시작시기, 모드와 

품질수준 배정)되었고, 세 번째로 활동이 배정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란 이미 배정된 활동들의 집합, 란 

아직 배정되지 않은 활동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알고리즘에서 배정 고려중인 활동은 로 배정되었다. 제거되는 

활동은 로 표현했다.  ,  , 와 는 이 변경될 때마다 값은 변경된다. 활동 는  (1) 는 이전 에 배정된 활동의 시작시기보다 앞설 수 없다. (2) 는 자신 선행활동들의 종료 시점보다 앞설 

수 없다. (3) 가   에 배정되어도 자원이 부족하지 않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빠른 시점

에 배정한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Kim(2016)과 Ryu(2017)에서와 같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한다.

Step 0. 초기화

Step 1. Forward의 값을 1단위 증가시킨다. 현재 에 를 배정하고, 의 첫 번째 ,  조합을 배정하고, Step 5로 이동한다.

Step 2. 모드/품질수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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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 배정된 , 이 배정된 활동의 마지막 , 이 아니면, 다음 번 ,  조합을 배정하고 Step 5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Step 4로 이동한다,

Step 3. Forward에서 배정할 활동 선정에 속한 활동 중 인덱스가 가장 낮은 활동을 로 한다. Step 1로 이동한다.

Step 4. Backtracking

현재 에 배정된 활동을 라 하자. 다음 을 1단위 감소 시킨다. 여기서,   이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Step 6으로 이동한다.

Step 5. Solution 완성 여부 확인  이면 Solution은 완성되었다. Step 2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Step 3으로 이동한다.

Step 6. 선행 관계를 고려한 다음 번 배정 활동 선정

(1) 에 보다 큰 인덱스의 활동이 존재하면, 그 활동집합에서 인덱스가 가장작은 활동들을 
이다. 만약 의 선행활동이 에 포함되어 있으면,   로 치환한다. 그리고, Step 6

으로 이동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으면 Step 2로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최적화 기법의 전체 열거법은 소요되는 연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Sprecher(2002)가 소개한 

5개의 규칙 중 중복 제거에 관한 규칙만 적용하었다.

4.2 이웃탐색 휴리스틱 기법

자원제약을 고려한 프로젝트 일정문제는 최근 복수의 모드를 지닌 문제(Resource 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Problem with Multi-Modes, RCPSPMM)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Ryu(2017)의 문제

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 문제의 해는 각 활동별 선정 모드와 시작시기로 구성된다. 이런한 문제들은 전형적인 

NP-Hard Class 문제로써 최적해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연산시간이 급증하므로, 메타-휴리스틱 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Ahn and Erenguc, 1998).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현대에는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LP) 문제를 대용량 컴퓨터로 연산하고 있다(Debels and Vanhoucke, 2007). 본 

연구에서 RCPSPMM과 차별되는 점은 선행활동의 품질수준이 후행활동의 수행기간이나 비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웃탐색 휴리스틱 기법은 각 활동의 품질수준에 초점을 맞추었다.

4.2.1 이웃탐색 알고리즘

이웃탐색 알고리즘(Neighborhood-search Algorithm)은 반복적으로 연산되는 과정을 임의로 선정한 가능해로부

터 시작하여 이웃에 있는 더 좋은 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도한다. 즉, 주어진 해보다 더 좋은 해를 찾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모든 가능해를 탐색하고,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종료한다(Hillier and Lieberman, 201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웃탐색 알고리즘은 다단계 알고리즘(Multiple Pass Algorithm)으로써 초기 실행가능 해 생성

과 이웃탐색 알고리즘을 통한 개선의 과정을 주어진 시간 동안 반복한다.

Step 1. 초기해 생성

연산시간이 미리 설정한 시간을 경과했으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좋은 해를 휴리스틱의 해로 제시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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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가능해(초기해)를 생성하고 Step 2로 이동한다. 

Step 2. 이웃탐색

(1) 각 의 ,  조합 변경 테스트

의 ,  조합 변경시 목적함수 값이 개선되면 해를 업데이트 한다.

(2) 이웃탐색

각 의 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면 해를 변경한다.

(3) 이웃탐색 반복 여부 테스트

(1)과 (2)의 수행에서 해가 변경되었다. Step 2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Step 1로 이동한다.

4.2.2 초기 실행가능해 생성

본 연구에서 문제의 해는 각 의 ,  그리고 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은 의 부분해와   부분해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실행가능해에서 의 부분해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수 존재한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촉박하

고 지체 보상금이 클 경우 활동별로 수행기간이 가장 짧은 모드와 높은 품질수준을 배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보다 비용이 문제인 경우 활동별로 가장 저렴한 모드와 품질수준을 배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원제약이 존재

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활동별로 자원 요구량이 가장 작은 모드를 배정하고 품질수준은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프로

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인지, 비용인지 아니면 자원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활동별 모드와 품질수준을 임의

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Phase 1. 최초의 초기 실행가능해 생성

프로젝트 활동들의 특성 중 하나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웃탐색 알고

리즘의 초기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의 , 을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Phase 2. , 의 무작위 배정, 은 무작위(Random)로 배정하였다. 여기서, 란 활동 의 선정 가능한 모드의 수이고, 은 활동 의 모드로 이 선정될 때 선정 가능한 품질수준의 수를 나타낸다. × mod  ,   × mod  이나 는 무작위로 생성된 큰 정수 값을 , 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1”로 배정하였

다. 은 0~1 사이의 실수인 난수이다. 큰 값으로 만들기 위해 난수에 10000을 곱했다. 는 를 정수로 변환하는 것이다.  mod는 를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한다. 

Phase 3. 의 시작시기 배정

에 대한 시작시기를 배정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순으로 배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한다. 예를 들어, 

 ,  , 가 시점 에 배정될 수 있고 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원( )이 2단위씩 매 기

간 필요하다고 하자. 만약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기간 1에 4단위만 있다면, 활동들은 시점 

0에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활동들 중 하나는 시점 0이 아닌 이후 시점으로 시작

시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활동의 시작시기를 연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역은 “어떤 활동을 먼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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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인가?”이다. 프로젝트에 가능한 활동들의 배정순서는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실행가능해

에 적용될 활동들의 배정순서는 난수로 생성하였다.

Phase 4. 의 배정순서는 무작위로 생성

Step 0. 초기화  ,   ⋯
Step 1. 활동들의 배정순서 적용에 포함된 순서를 활동들의 배정순서로 한다. 그리고,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1) 생성에 포함된 활동들 중 선행활동들이 모두 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들로 를 생성한다.

(2) 에 포함된 활동 둘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선택된 활동이 라 한다면,

   ,    를 적용하고, Step 1로 이동한다.

여기서, 선정될 활동들의 순서는   × mod    로 선정한다. 는 의 활동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의 순위를 의미하고, 는 에 포함된 활동들의 수를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이라 하면,   이고, 의   이다. 만약,   이면, 현재 

단계에서 를 배정순서에 포함한다. Step 1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의 활동이 배정순서에 포함되므로, Step 

1이 번 반복되면 활동의 배정순서는 완성된다.

Phase 5. 의 배정순서에 따른 활동의 시작시기 배정

가 결정되었고, 배정순서 또한 결정되었으므로 실행 가능한 초기해를 생성시킬 수 있다. 배정순서

에 따른 활동별 시작시기 배정은 최적화 기법에서 Step 1 중 활동 의 시작시기 배정과 동일하다. 

Phase 6. 이웃탐색 실행 순서 이후의 초기 실행가능해 생성

4.2.1 이웃탐색 알고리즘의 Step 2에서 더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해 영역에서 다른 

해 영역으로 이동하여 해의 개선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초기 실행가능해는 직전 이웃탐색의 결

과를 무시하고 완전 새로운 해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직전 이웃탐색에서 구한 해를 약간 수정하여 생성

할 수도 있다.

Phase 7. 이웃탐색 실행 순서 이후의 과 의 무작위 배정별로 직전 이웃탐색에서 배정된 , 를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

은 미리 설정한 변경확률과 0∼1 사이의 난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만약, 발생한 난수가 변경확률 이

하이면 의 과 를 변경하고, 아니면 직전 이웃탐색에서 배정한 과 를 그대로 사용한다. 
과 의 변경 방식은 초기해를 구할 때와 동일하고, 의 배정순서 생성과 초기해 생성과정은 초기 실행

가능해를 생성할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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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의 조합 변경

각 Step에서는 의 실행가능해 중 일부만을 변경하여 해가 향상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만약 향상된다면, 

해를 변경하여 향상된 실행가능해로 만든다. 예를 들어, Step 1에서 생성된 초기 실행가능해의 목적함수 값을 
라 하여 다음의 과정을 실행한다.

Phase 1. 의 조합 변경 알고리즘

의 조합 변경은 ~별로 , 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Step 0. 과 를 변경하는 활동이 일 경우,   로 변경하고 Step 1로 이동한다.

Step 1. 

(1) 현재 실행 가능한 해의 활동별 시작시기를 기초로 활동들의 배정순서를 작성한다. 

단, 와 동시에 시작하는 활동이 존재하면, 그 활동 중 의 배정순서를 가장 먼저 수행한다.

(2) 현재 실행 가능한 해에서 의 과 를 각각 1로 변경하고, Step 2로 이동한다.

Step 2. 과 가 변경된 해 작성(이하 변경해)

(1) 를 포함하여, 보다 늦게 배정된 활동들의 시작시기를 미정으로 한다. 

(2) 부터 까지 배정순서에 따라 시작시기를 배정한다. 마지막 활동까지 배정되면 변경해가 완성된

다.

(3) 변경해의 목적함수 값 보다 향상되었으면, 변경해를 현재 실행가능해로 등록하고, 를 변

경한 후 Step 4로 이동한다. 반대로 향상되지 않았으면, Step 3으로 이동한다.

Step 3. 

현재 , 가 마지막 조합 , 이면, Step 4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의 오름

차순에서  를 로 변경한 후 Step 2로 이동한다.

Step 4.   이면,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를 1증가한 후 Step 1로 이동한다. 

Phase 2. 의 시작시기 변경

여기서는 ~까지 각 활동의 시작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어떤 활동의 , 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활동들의 시작시기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시작시기만 당길 수 있다고 하자. 배정순

서 상 뒤에 배치되었던 활동이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보다 앞쪽에서 수행된다면, 해의 

목적함수 값이 나빠질 수 없다.

Step 0. 시작시기를 앞당겨 배정하려는   로 하고 Step 1로 이동한다.

Step 1. 의 시작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시작시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1) 새로 시작되는 시점은 의 선행활동들의 종료시점보다 빠르게 배정할 수 없다.

(2) 새로운 시작시점에서 시작해도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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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시작시점은 기존 의 시작시점 보다 최소한의 기간 앞이다. n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고 시작시점이 존재하면, 현재의 실행가능해에서 의 시작시

점을 새로운 시작시점으로 수정하고 를 다시 계산한다. 그렇지 않으면 Step 2로 이동

한다.

Step 2.   이 성립하면,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가하고, Step 1로 이동한다. 

Phase 3. 이웃탐색 반복 여부 확인

위의 “Phase 1. 의 조합 변경 알고리즘”에서 (1)과 (2)를 거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실행 가능한 해

가 개선되었다면, 다시 (1)과 (2)에서 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1)과 (2)에서 개선되지 않

았다면, 다시 (1)과 (2)를 반복하여도 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3)은 이웃탐색으로 더 이상, 해의 개

선이 불가능하면 Step 1로 이동하여 새로운 초기해를 생성시키고, 해 개선이 가능하면 이웃탐색을 반복

한다.

4.3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형이 정합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알고리즘에서 소개하는 개선규칙들

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4.3.1 모의실험 조건 설정

모의실험을 위하여 다음 <Table 4>와 같이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는 에서 선택 가능한   이다.   
의 품질영향계수는 0.5~0.8,   의 품질영향계수는 0.9~1.1,   의 품질영향계수는 1.2~1.5 사이의 값을 임의

로 설정하였다. 자원의 종류와 에 대한 자원 요구량( )은    ⋯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마감시간( )와 지체 보상금()을 설정하였다.

Signed Description Data Set Number of Project Sample 10 Number of Activities 6, 8, 10, 20, 30, 40, 50, 70 Number of Mode 2 Number of Quality Level 3

Table 4. Project Data-set 

4.3.2 최적화 알고리즘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크기가 작은 경우(    )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험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는 문제가 크면 컴퓨터 연산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Carolin and Helber, 2015). 최적화 알고리즘의 최적해를 

도출하는데 소용되는 탐색시간을 문제의 크기별로 조사하였다. 각 샘플 프로젝트의 파라메타는      ,  ,    그리고, 샘플의 수   으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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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st Time(sec) Cost Time(sec) Cost Time(sec)

1 6,325 11.02 7,587 103.59 9,325 11,044.47

2 5,532 4.16 7,841 133.50 10,206 12,038.47

3 5,920 2.13 6,853 688.44 9,362 12,606.90

4 5,649 9.43 7,615 563.33 9,596 18,544.14

5 5,972 7.47 7,903 127.09 10,110 5,555.07

6 6,614 3.36 7,089 329.41 9,877 16,095.69

7 5,654 3.74 7,680 417.20 9,440 15,765.28

8 5,429 7.58 8,077 156.69 9,760 7,556.20

9 4,622 15.28 7,871 40.09 10,128 6,299.02

10 5,776 3.26 8,400 215.96 10,373 2,568.48

평균 5,749 6.74 7,703 277.53 9,826 10,807.37

표준편차 537 4.22 451 216.32 391 5,202.31

최대 6,614 15.28 8,400 688.44 10,435 18,544.14

최소 4,622 2.13 6,853 40.09 9,325 2,568.48

Table 5. Optimization Algorithm Simulation Results

<Table 6>의 경우 비용에 대한 표준편차는   인 경우 537,   인 경우 451,   인 경우 391로 나타

났다. 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비용의 크기는 크게 되지만, 표준편차는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이웃탐색 휴리스틱 알고리즘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휴리스틱 알고리즘 효율성의 척도로 해의 정확성(최적해 값으로부터의 오차율)을 기반으로 4.2.2

의 최적화 알고리즘 실험 중   인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웃탐색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3가지 Case로 구성되었다. (1) 활동별 모드, 품질수준 그리고 배정순서를 임의로 

정한 뒤 해를 구하는 것이다. (2) 실행가능해에서 모드, 품질수준을 변경시켜 해를 개선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다. (3) 

실행가능해에서 시작시기를 앞당겨 해를 개선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Case[1]은 (1)을 반복한 후 가장 좋

은 해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Case[2]는 (1)과 (2)를 포함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Case[3]은 (1)과 (2), (3)을 

포함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최적화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비교 실험결과

최적화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정합성 분석을 위해 프로젝트 샘플은 10개로 선정하였고, 활동의 수는       으로 최적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연산시간은 10(sec)로 설정하여 휴리스틱 알고리즘 해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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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Optimization Case[1] Case[2] Case[3]

Cost Cost Difference(%) Cost Difference(%) Cost Difference(%)

1 9,325 10,430 0.12 9,798 0.05 9,693 0.04

2 10,298 12,023 0.17 11,129 0.08 11,058 0.07

3 9,412 14,933 0.59 10,184 0.08 10,184 0.08

4 9,596 11,003 0.15 9,899 0.03 9,910 0.03

5 10,110 10,722 0.06 10,110 -  10,110 -

6 9,877 10,596 0.07 10,158 0.03 10,158 0.03

7 9,522 17,186 0.80 10,352 0.09 10,123 0.06

8 9,760 10,550 0.08 9,950 0.02 9,991 0.02

9 10,128 19,559 0.93 10,575 0.04 10,726 0.06

10 10,435 19,582 0.88 11,751 0.13 11,197 0.07

평균 9,846 13,658 0.38 10,391 0.06 10,315 0.05

표준편차 385.30 3826.60 0.37 614.09 0.04 502.82 0.03

최대 10,435 19,582 0.93 11,751 0.13 11,197 0.08 

최소 9,325 10,430 0.06 9,798 - 9,693 -

Table 6. Optimization Algorithm and Case Results

<Table 6>에서 최적해와 Case간의 평균은 Case[1]에서는 13,658으로 0.38(%) 차이를 보였다. Case[2]에서는 

10,391으로 0.06(%) 차이를 보였다. Case[3]에서는 10,315으로 0.05(%) 차이를 보였다. 표준편차 또한, Case[1]

은 3826.60로 0.37(%), Case[2]는 614.09로 0.04(%), Case[3]은 502.82로 0.03(%)의 차이를 보였다.

Figure 5. Comparison of Optimization Algorithm and Case Results 

여기서, 최적해와 Case간 비교한 결과, 유효한 조건이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

엇보다도 유효한 조건이 1개인 Case[1]과 유효한 조건이 3개인 Case[3] 간의 평균차이는 (-3,343)로 확연한 차이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적해의 33.96%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조건을 발견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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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Figure 3>은 그 차이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휴리스틱 알고리즘 기법의 유효

한 조건이 많을수록 최적해에 수렴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웃탐색 알고리즘의 Case적용 실험결과

이웃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위해 위의 3가지 Case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프로젝트 샘플은 각각 

10개로 선정하였으며, 활동의 수         으로 6가지의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Number of 

Activities
Case[1] Case[2] Case[3] Case[1]-[3] Difference(%)

N=20 28,084 21,944 21,133 6,951 25%

N=30 67,231 36,303 32,380 34,851 52%

N=40 129,536 54,416 43,442 86,094 66%

N=50 203,367 77,452 58,807 144,560 71%

N=60 244,824 92,413 67,184 177,640 73%

N=70 291,943 105,068 78,508 213,435 73%

Table 7. Experimental Result of Case Application of Neighbor Search Algorithm

이웃탐색 알고리즘의 Case적용 실험결과 <Table 7>과 같이 Case[3]의 결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Case[1]의 해와 Case[3]의 해 차이는 의 수가 증가할 수록 점점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에서 Case[1]과 Case[3]의 차이는 25%에서   일 경우 73%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4>

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of Case Application of Neighbor Search Algorithm 

따라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실험결과는 알고리즘의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알고리즘에서 

제시하는 목적함수 값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알고리즘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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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젝트 일정에서 활동들의 품질 문제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적화 알고리즘의 경우 고품질 적용에 의한 효율성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휴리

스틱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리즘 모델 설계에 따라 최적해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Number of Activities Mean Error(%) S.D.(%) Max(%) Min(%)

N=6 0.06% 0.14% 0.37% 0.00%

N=8 0.60% 0.68% 1.67% 0.00%

N=10 2.10% 1.42% 5.08% 0.00% 0.92% 0.75% 2.37% 0.00%

※ S.D. : Standard Divation

Table 8. Comparison of Optimization Algorithm and Heuristic Algorithm

최적화 알고리즘의 경우   일 경우 평균 탐색시간은 6.74초 소요되었고,   일 경우 평균 탐색시간은 

277.53초 소요되었다.   의 평균 탐색시간은 10,807.37초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의 수와 모드, 품질수준의 수

가 증가되면 활동들의 선ㆍ후행관계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탐색시간이 크게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적화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알고리즘 모의실험 결과는 <Table 8>과 같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에서 제시된 

해와 최적해의 차이에 대한 결과로, 활동의 수가 증가되면서 최적해와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웃탐색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적용된 Case중에서 Case[3]이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연산

시간 증가와 알고리즘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제시되는 해가 변경됨을 알 수 있었다.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Blazewicz(1978), Duggan et al.(2004)의 연구와 같이 활동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문제

의 크기가 매우 큰 문제(NP-hard class)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모드와 품질영향계수의 수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 

또한, 급증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에서는 이웃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연산시간의 증가로 인해 최

적해 값에 가까운 해의 값을 얻을 수 있었고, 문제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분석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asanori and Suzuki(2010), Carolin and Helber(2015)의 연구와 같이 모든 알고리즘 모델이 어떠한 모델을 어떻

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그 모델에서 제시되는 해의 신뢰는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Icmeli-Tukel and 

Walter(1997), Elham et al.(2014), Madjid et al.(2014)의 연구와 같이 개별 프로젝트 일정문제의 활동에 품질수준

을 적용하고, 분석하여,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일정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행활동의 품질이 자신 및 후행활동의 기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 알고리즘

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적용한 모의실험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 연구적 의의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다. 최고의 안전성을 가치로 여기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설계, 구매, 건설과 시공 및 시운전까지 엄격한 품질 기준과 기술 요건이 필요하다(Yu et al., 2019). 따라서, 프로

젝트를 진행하면서 품질의 중요성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위험인자 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실행 가능한 해를 빠르게 탐색하도록 할 수 있다면,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은 매우 향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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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웃탐색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타부탐색 알고리즘, 모의실험담금질 알고리즘, 유전자 알

고리즘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 설계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적화 알고리즘 모의실험은      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실험을 위해 하드웨어 성능이 높

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활동의 수를  더 증가하여 실험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큰 문제(NP-hard class)에 대한 연산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된 모의데이터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수집ㆍ분

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알고리즘 모델에서 가능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탐색부분이 결정되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알고리즘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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