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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목표 중 하나는 각 선박에 대한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안벽의 생산성을 극대화하

는 것이다. 선박에 대한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해측의 안벽 크레인(QC: Quay Crane) 작업이

지연 없이 계속되어 그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치장과 QC 간 컨테이너 운반을 담당하는 트럭인 YT(Yard Tractor)의 운영

을 효율화함으로써 QC가 YT를 기다리게 되는 지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전략 기반의 YT 배차 방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실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의 적용을 위해 기존에 제안된 전략을 수정 보완하고, 실제 터미널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핵심용어 : 컨테이너 터미널, YT 배차, 전략기반 기법,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

Abstract : One of the most important operational goals in container terminals is to maximize the quay side productivity by minimizing
the turnaround times of the vessels, for which the operations of the quay cranes (QC) to load/unload containers onto/from the vessels
should be conducted efficiently without delays. This paper suggests using a policy-based dispatching method for YTs (Yard Tractor) that
deliver containers between QCs and the storage yard. The goal of using such a dispatching policy i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YT operation and accordingly to minimize the QC delays because of late arrivals of the YTs. In particular, in this paper, we modified
the previously proposed policy for its application to real container terminal and verified the effect through simulation experiments using
real termi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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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적하)

내리기(양하) 위해 여러 대의 안벽 크레인(QC: Quay Crane)

과 수십 대의 운반용 트럭(YT: Yard Tractor)이 사용된다. 특

히, 선박에 대한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QC 작업의 지연을 줄이는 것은 터미널의 중요한

운영 목표 중 하나이다. QC 작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은 크

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컨테이너의 임시 저장소인 장치장에

서 해당 컨테이너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그 효과가

QC 지연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장치장과 QC 사이에

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YT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QC가

YT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후자와 관계되는 YT의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QC의 생

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대상 문제로 한다.

선박의 하역 작업을 지연 없이 처리하려면 QC와 YT 간의

긴밀한 상호협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YT가 적

시에 적절한 작업을 하도록 작업을 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YT 작업 배정에 흔히 쓰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휴리

스틱 배차(heuristic dispatching)이다. 이 방안은 대기 중인 운

반작업 중 가장 긴급한 작업을 우선으로 선택하거나, 혹은 현

재 YT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작업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등

의 간단한 규칙에 따라 작업을 배정한다(Egbelu and

Tanchoco, 1984; Yamashita, 2001; Briskorn et al., 2006). 구

현이 쉽고 간단하며 계산 비용이 낮아 실시간에 사용하기 좋

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 작업을 고려하지 못해 근시안적이라

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적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배정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Kim and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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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Kim and Bae, 2004; Nguyen and Kim, 2009). 이들 방

안은 일정 시간(horizon) 내의 미래 작업을 대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 등을 통해 최적의 배차 계획을 수립한 뒤, 이 계획에

따라 YT에 작업을 배정한다. 하지만 동원되는 장비의 수가

많거나 horizon이 길어질수록 최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계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실시간 적용이 어렵게 된

다. 이에, 근시안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시간 적용이 용이한 전

략(policy) 기반의 작업 배정 방안이 제안되었다(Park et al.,

2011; 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이 방안은 여러 가

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후보작업들의 점수를 계산하여 취합한

뒤 점수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작업을 배정하는 방식으

로, 단순한 규칙으로 작업을 배정하는 휴리스틱 배차 방법보

다 성능적으로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계산 부담도 거의 없

어 실시간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전략 기반의 작업 배정 방식

을 이용하되 실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의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평가 기준들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터미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 결과, 새로 제안된 전략 기반의 배차 방식이 터미널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배차 방식에 비해 더 높은 운영효율

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 방안을 도입할 경우, 기존

배차 방식을 따랐을 때의 해측 생산성을 능가하면서도 YT 투

입 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상당한 운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YT 운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YT 배차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YT 배차 방안을 제시하고 4

장에서는 제안 방안의 성능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과

비교한 실험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

린다.

2. YT 운영 문제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YT 운영 문제를 소개한 후 YT 작업 배정에

관한 과거 연구를 살펴본다.

2.1 YT 운영 문제

컨테이너 터미널은 Fig. 1에서 보듯이 크게 나누어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quay)과 컨테이너가 임시로 저장되는 장치장

(yard) 및 배후지(hinterland)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안벽에

설치된 QC는 선박으로부터 수입 컨테이너를 양하하거나 수출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적하하는 대형 크레인이다. 컨테이너에

는 20ft와 40ft의 두 가지 크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40ft 컨테

이너는 QC가 한 번에 하나씩을 처리하지만, 20ft 컨테이너는

소위 twin 작업이라 하여 QC가 한꺼번에 2개를 동시에 처리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YT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안벽과 장치장 간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Fig. 1 Container terminal layout

YT는 한 번에 20ft 컨테이너 2개 또는 40ft 컨테이너 1개를

운반 할 수 있으며, QC로부터 수입 컨테이너를 받아 장치장

크레인(YC: Yard Crane)에 전달해 주거나 YC로부터 수출 컨

테이너를 받아 QC에게 전달한다. QC가 선박의 컨테이너를

양하 및 적하하는 작업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순서대

로 처리된다. 양하 계획은 보통 작업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박

내 위쪽에 적재된 컨테이너들을 먼저 내리는 방식으로 순서를

부여한다. 그러나 적하 계획에서는 목적항이 먼 컨테이너일수

록 선박의 아래쪽으로 실어야 한다거나 중량이 무거운 컨테이

너를 가벼운 것보다 가능한 아래쪽에 두어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제약들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가

결정된다. 특히 적하 작업의 경우 계획된 순서와 다르게 컨테

이너를 선박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YT 배차가 잘못되어 QC

가 YT를 기다리게 되거나 아니면 YT가 QC 아래에서 대기해

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YT 운반작업은 보통 무부하 주행, 컨테이너 싣기, 부하 주

행, 컨테이너 내리기의 4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무부하 주행

단계는 YT가 컨테이너를 싣지 않고 크레인으로부터 컨테이

너를 받을 위치까지 공차 상태로 주행하는 단계이다. 컨테이

너 싣기 단계는 YT가 무부하 주행을 완료하고 크레인으로부

터 컨테이너를 받는 핸드오버(handover) 단계이다. 부하 주행

단계는 YT가 컨테이너를 싣고 컨테이너를 건네줄 크레인으

로 주행하는 단계이며 컨테이너 내리기 단계는 상대 크레인이

YT가 싣고 온 컨테이너를 집어 내리는 핸드오버 단계이다.

그러나 YT가 twin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의 수행 단계가 더 늘

어나게 된다. 장치장의 YC가 QC와는 달리 20ft 컨테이너 2개

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YT가 수입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운반하는 twin 작업 처리 단계를 예로 들어 보

겠다. YT는 먼저 QC로 무부하 주행 후 그 QC로부터 컨테이

너 2개를 한 번에 받는다. 그 다음 이것들을 싣고 첫 목표 YC

로 부하 주행한 후 그 YC에 컨테이너 하나를 건네준다. 그리

고 남은 컨테이너를 장치할 다음 YC로 부하 주행을 한 후 그

YC에 컨테이너를 넘겨주면서 twin 작업이 완료된다. 물론 두

컨테이너 모두를 같은 YC가 처리하는 경우 마지막 부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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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생략된다. 즉, 수입 twin 작업의 경우 보통의 4단계 후

에 부하 주행과 컨테이너 내리기 단계가 추가되고 수출 twin

작업의 경우 원래의 무부하 주행 및 컨테이너 싣기 단계 후에

부하 주행과 컨테이너 싣기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twin 작업은 일반 작업과는 달리 더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

므로 효율적인 YT 작업 배정을 하려면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측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QC가 양적하 작업 중 YT

를 기다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YT의 운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QC의 양적하 순서에 따

라 어김없이 YT가 QC의 작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YT의 배차는 양적하 순서상 앞쪽의 작업들을 일

단 후보로 삼은 다음 그중 작업 효율 상 가장 유리하다고 판

단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운반작업의 효율은

어떤 YT가 어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고 그에 따라 해측 생산성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당장

하역이 급한 QC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대

상 QC로부터 멀리 떨어진 YT보다는 가까이 위치한 YT를 투

입하는 것이 그 QC의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YT의 작업 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그 작업이 적절한 차량을 선택하도록 하는 작

업 발주(job-initiative) 방식과 배정된 작업을 완료한 차량이

다음에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작업을 선택하게 하는 차량

발주(vehicle-initiative) 방식이 있다. 본 논문의 제안 방안은

차량 발주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운반작업 배정 범위의 관점에서 볼 때 YT의 운영 방식은

크게 local pooling 방식과 global pooling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선박별로 그 선

박의 양적하 작업들을 전담하는 YT 조를 구성하여 운반을 담

당하게 하는 local pool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각 YT가 자신이 담당하는 선박의 작업만 수행하면 되

므로 운영 계획이 간단하고 쉬운 대신 작업 배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소위 말

하는 dual cycle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Dual cycle

이란 어떤 YT가 한 작업을 완료한 후 이어서 바로 인접한 위

치의 작업을 다음 작업으로 선택함으로써 공차주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Dual cycle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효율 측면에

서 훨씬 유리하지만 local pooling 방식에서는 자기 조에 속한

작업이 아니면 인접 작업이라 하더라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에 문제가 된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어떤 YT가 한 선박의

QC로 적하 컨테이너를 가져다준 뒤 후속 작업으로 바로 이웃

선박을 서비스하는 인접 QC의 양하 컨테이너를 운반하게 된

다면 공차주행 거리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local

pooling 방식에서는 이웃 선박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않아서 이러한 dual cycle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local pooling 방식이 많이 채택

되고 있는 이유는, YT 운영이 아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수작업 계획에 의존하여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YT 운영 방

식은 모든 YT가 모든 QC를 상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global pooling 방식이다.

2.2 관련 연구

서론에서 YT 작업 배정에 많이 적용되는 방안으로 휴리스

틱 규칙, 최적화 계획, 전략 기반 방안을 소개하였다. 본 절에

서는 각 방안의 대표적인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휴리스틱 규칙 방안은 주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간단

하게 후보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규칙을 만든 후, 이를 이용

하여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YT 작업 배정을 위

한 규칙의 예로는 이미 언급했듯이 작업 마감시간이 제일 급

한 작업을 선택한다든지, YT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업

을 선택하는 등의 규칙이 있을 수 있다. Egbelu and

Tanchoco(1984)는 자동화공장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시스템을 대상으로 EDF(earliest due-time first),

STD/T(shortest travel distance/time first) 등의 배차 규칙의

성능을 비교한 바 있으며 Yamashita, H.(2001)과 Briskorn et

al.(2006) 또한 AGV에 작업 배정을 위해 다양한 휴리스틱 규

칙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휴리스틱 방안은 단순하고 계산 비

용이 적어 실시간에 적용이 쉬운 데다가 현장 전문가의 도메

인 지식을 잘 활용하면 그 성능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규칙의

성능이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과 EDF 및

STD/T와 같이 단일 평가 기준으로 설계된 규칙의 경우 근시

안적인 의사결정으로 그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계

점으로 들 수 있다.

최적화 계획 방안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피하고자 일정

범위의 미래 작업에 대해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수행할 작업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Kim and Bae(1999,

2004) 및 Nguyen and Kim(2009)의 연구에서는 AGV 및

ALV(automated lifting vehicle)와 같은 자동화 이송 차량의

작업 배정을 위한 혼합정수계획(MIP)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

델의 최적 해를 계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MIP 모델의 최적 해를 계산하는 비용은 계획 대상 장비와 작

업 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문제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실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

어 Nguyen and Kim(2009)의 연구를 보면, QC 2대에 대한 작

업을 8대의 차량에 배정하는 문제를 풀 때 각 QC의 작업 12개

까지를 대상으로 최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35분이 소요되었다.

전략을 기반으로 한 방안은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일정 기

간 내에 해야 할 작업을 평가하며 그 평가값의 가중 합을 이

용하여 우선 할 작업을 선택한다. 여기서 가중치 조합이 달라

지면 그에 따라 선택되는 작업이 달라지므로 이들 평가값의

가중치 조합을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탐색 알고리즘 등을 이

용하여 가중치 조합을 최적화한 전략을 작업 배정에 사용한

다. Kim et al.(2013)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AGV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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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YT candidate jobs

배정을 위해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Kim et al.(2014)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최적 전략을 사용하여

터미널 YC에 작업을 배정하였으며 Park et al.(2011)은 장치

장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할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략

을 사용한 바 있다. 이처럼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문제를 전략

최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왔는데, 전략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작업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므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다양하고 장기적인 작업 시나리오를 이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화됨으로 인해 근시안적인 의사

결정 또한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Kim et et al.(2013)의 전략 기반 작업 배정 방안은 수직형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AGV를 대상으로 제안되었으며 운

반작업 평가를 위해 9가지의 기준을 도입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몇 가지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수평형

컨테이너 터미널에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가 twin 작업을 고려

하는 평가 기준이 없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전략을 기반으로 하되 실

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한 작

업 배정 방안을 제안한다.

3. YT 배차 전략

본 장에서는 제안 방안인 YT 배차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3.1절에서 YT 후보작업과 그 마감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고 3.2절에서 배차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다. 3.3절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략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1 후보작업과 마감시간

YT 배차는 각 QC별로 미리 사전에 계획된 양적하 작업들

이 그 순서대로 지연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배차전략은 어떤 YT가 작업을 마칠 때

마다 여러 기준으로 후보작업들을 평가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

을 선택하여 그 YT에 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QC별로

YT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첫 작업부터 시작하여 계획된 순

서 상 연속된 6개까지를 후보작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

면 실제 현장에서 흔히 하는 방식처럼 QC당 최대 6대까지

YT를 투입하더라도 작업을 할당받지 못하는 YT가 생기는 일

이 없다.

Fig. 2(a)의 예는 어떤 한 QC에 대해 순서가 가장 앞선 6개

의 작업이 후보로 선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 2(b)는 이

들 중 가장 앞선 J 1이 YT에 배정된 후 J 7이 새로 후보에 추가

된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Fig. 2(c)에 보인 것처럼 이어서

J 3가 YT에 배정된 다음에는 새 후보작업이 추가되지 않는다.

마지막 후보작업인 J 7이 아직 YT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후

보작업 중 가장 앞선 J 2로부터 계획 상 여전히 6번째 작업이

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J 2가 YT에 배정되면 이번에는 Fig.

2(d)와 같이 두 개의 작업 J 8과 J 9이 후보작업으로 추가된다.

Fig. 2(c)의 예에서 본 것처럼, 계획된 순서 상 연이은 6개의

작업 중 첫 작업 외의 작업에 YT가 배차되더라도 후보작업을

6개로 유지하기 위해 새 작업을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새 후

보를 추가할 경우 가장 급한 작업이 (본 예에서는 작업 J 2) 계

속 YT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YT의 후보작업이 구성되고 나면 각 후보작업별로 YT가

대상 컨테이너를 픽업해야 할 마감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배

차 전략을 적용하여 작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작업의

평가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이 마감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YT 마감시간은 YT가 무부하 주행을 마치고 컨테

이너를 받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되 QC의 양적하 마

감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정해져야 한다. Fig. 3(a)는 양하 작

Fig. 3 YT timeline for discharging/loading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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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Description

C1
Time remaining until duetime after empty 
traveling

C2 Arrival time difference from other earliest YT

C3
Estimated start time of handover between 
Cranes and YT

C4 Preference of loading job to discharging job
C5 Empty-travel distance
C6 Negative of loaded-travel distance
C7 Number of YTs allocated to QC
C8 Number of YTs allocated to YC
C9 Possibility of dual cycle
C10 Preference of twin job

Table 1 Evaluation criteria for YT dispatching업을 수행하는 YT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QC의 지연이

없으려면 양하 계획 상 QC가 컨테이너 하나를 내려서 YT에

상차할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t2 시점과 일치해야 하며 이

시점이 YT 마감시간이 된다. Fig. 3(b)는 적하 작업을 수행하

는 YT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QC가 지연 없이 목표 컨테

이너를 적재할 수 있으려면 적하 계획 상 t9에 YT가 그 컨테

이너를 QC에게 넘길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t7까지는 YT가 컨테이너를 받

기 위해 장치장의 해당 YC 아래에 도착해야 하고 이 시점이

YT 마감시간이 된다. 본 연구에서 YT의 주행 소요 시간은

목표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평균 주행 속도로 나누어 추정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터미널에서는 양적하 작업계획 시 작업의

순서만 결정하지 컨테이너 하나하나에 대한 QC 작업 마감시

간을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QC가 평균적으로

작업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QC cycle time을 사

용하여 QC 마감시간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QC cycle time

이 90초이고 어떤 QC가 작업을 9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

면 그 QC의 작업 처리 순서대로 첫 번째 작업은 9시 1분 30

초, 두 번째 작업은 9시 3분, 세 번째 작업은 9시 4분 30초와

같은 식으로 마감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마감

시간은 또한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QC의

작업 진척이 상황에 따라 계속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컨테이너의 적하가 장치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지연으

로 예정보다 5분 늦어졌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이후의 적하작

업들에 대해서는 그 마감시간을 모두 5분 늦추어 주어야 한

다. QC의 cycle time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한 그 후속 작업

들을 원래의 마감시간 내에 완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

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들의 마감시간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작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급한 것으로 취급되면

서 YT 배차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전체적 운영 효율이 떨어지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QC가 작업을 하나 처리할 때마다 QC

작업 마감시간 및 그에 따른 YT 작업 마감시간을 갱신하고

있다.

3.2 배차 전략

YT 배차 전략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평가 기준을 사

용하여 각 후보작업의 점수를 계산하고 그 중 가장 좋은 점수

를 얻은 작업을 YT에 배정한다. 평가 기준 C1, C2, …, Cn이

주어졌을 때 YT y가 수행할 후보작업 j의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 S는 식(1)과 같다.

  


  (1)

여기서 wi는 0과 1 사이의 실수로서 평가기준 Ci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다. YT y에 작업 j를 배정하는데 대한 평가값

Ci(y, j)는 평가 기준 Ci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값의 크기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화(standardization)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작업할당 방법을 모사한

local pooling 방식으로 YT 운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Ci(y, j)의 값들을 수집한 후 각각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기준은 Table 1에 보인 10개로

서, 이들 평가값은 낮을수록 해당 작업이 선호되게 되어있다.

평가 기준 C1은 YT y가 작업 j를 시작하기 위해 무부하 주행

을 마친 시각과 작업 마감시간과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 값이

작을수록 y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수행해야 할 작업이므로 우

선 할당되어야 한다. 이 평가 기준을 중요하게 볼수록 YT가

마감시간을 지키게 될 것이므로 QC가 YT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 기준 C2는 YT y가 자기 외의 다른 YT y’보다 작업 j

의 컨테이너 위치까지 얼마나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지를 계

산한다. 즉, y가 무부하 주행을 마친 시각과 y’ 중 가장 빨리

무부하 주행을 마치는 시각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y가 다른 YT보다 그만큼 더 먼저 작업 j를 시

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C3는 작업 j의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시점으로부

터 YT y가 크레인과 핸드오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까지 남

은 시간을 계산한다. 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YT와 크

레인의 핸드오버 준비 완료 시각이 필요한데, 두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핸드오버를 시작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시각 중

더 늦은 시각이 곧 핸드오버를 시작하는 시각이 된다. YT의

핸드오버 준비 완료 시각은 YT의 무부하 주행 완료 시각이

며, 크레인의 핸드오버 준비 완료 시각은 크레인이 작업 j를

시작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할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시각이

될 것이다. 이때 크레인이 작업 j를 시작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할 남은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시간은 남은 작업의 수에 크레

인의 cycle time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평가 기준 C4는 작업 j가 양하 작업이면 1, 적하 작업이면

-1의 평가값을 부여한다. 그 이유는 양하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을 위해 YT가 바로 QC로 가면 되지만 적하 작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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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치장 YC로부터 컨테이너를 받아서 QC로 가야 하므로

마감시간이 같다면 YT가 양하 작업보다 적하 작업을 더 중요

하게 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C5와 C6는 YT의 주행 거리에 대한 것으로, C5는

YT y가 작업 j를 위해 무부하 주행을 하는 거리를 계산한다.

무부하 주행거리가 짧은 작업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평가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YT가 dual cycle 작업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가 기준 C6은 YT y가 작업 j를 위해

부하 주행을 하는 거리의 음수 값을 계산한다. 부하 주행거리

가 긴 작업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부하 주행거리가 긴

작업은 처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다른 작업보다 먼저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C7과 C8은 각각 작업 j를 처리하는 QC와 YC에

할당된 YT 수를 계산한다. 이는 YT 할당이 적게 된 크레인

의 작업에 YT를 우선 배정하게 해서 어느 한 크레인에 너무

많은 수의 YT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평가 기준 C9는 YT y가 작업 j를 완료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작업으로 dual cycle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계산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1을, 그렇지 않다면 1

의 값을 부여한다. 이는 dual cycle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Dual cycle 가능성을 따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j가 양하 작업인 경우, y는 YC와 핸드오

버를 하고 작업을 완료한 후 그 YC에게 곧바로 적하 작업의

컨테이너를 받아야 dual cycle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려면

YT의 후보작업 중에 그 YC가 해야 하는 적하 작업이 존재해

야 한다. 즉, YT 후보작업 중 작업 j를 수행하는 YC의 적하

작업이 존재하면 dual cycle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j가 적하 작업인 경우도 이와 같은 원리로, YT 후보작업 중

작업 j를 수행하는 QC의 양하 작업이 존재하면 dual cycle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두 QC를 거쳐

야 만들어지는 dual cycle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두 QC가 얼마나 가까워야 dual cycle

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명확한 기준 설

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적 연구 결과, 공차 주행

을 줄이는 C5의 도입만으로도 인접 QC 간의 dual cycle이 촉

진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 C10은 twin 작업을 고려한 기준으로

일반 작업보다 twin 작업이 더 선호되도록 설계되었다. Twin

작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ft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운반

하는 작업이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장치될

수 있으므로 어느 컨테이너를 먼저 운반하느냐에 따라 YT의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즉 twin 작업은 그 운반 순서가

두 가지이므로 이 둘을 구분해서 운반 효율상 더 유리한 방법

의 twin 작업을 YT에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C10

은 두 가지 방법의 twin 작업 중 짧은 동선을 가진 twin 작업

에 –1의 값을 부여하고 긴 동선의 twin 작업이나 일반 작업

에는 1의 값을 부여하여 YT가 동선이 짧은 twin 작업을 선호

할 수 있도록 한다.

3.3 전략 최적화

식(1)의 가중치 wi의 조합에 따라 YT에 배정되는 작업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wi의 조합이 바로 배차 전략이라 볼 수 있

다. 3.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i는 0과 1 사이의 실수로서

그들의 조합이 무한하므로 이 중 해측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

서는 최적의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다. 유전 알고리즘은 다수의 후보 해로 이루어진 집단을 구성

하고 후보 해를 평가하여 적합도를 계산한 후 진화 연산을 통

해 집단 내 개체들을 교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적

합도를 가진 해를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 내의 다양성

유지를 통해 좋은 품질의 해를 효율적으로 찾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RTS(Restricted Tournament Selection)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전략을 탐색하는 과정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전략, 즉 가중치 벡터의 후보 해는 0

과 1 사이의 실수 배열로 표현되며 초기 집단은 임의로 생성

된 후보 해 100개로 구성된다. 각 후보 해의 평가는 그 후보

해의 전략대로 YT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QC의

평균 작업 처리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값이 곧

후보 해의 적합도가 된다. 현실에 가까운 YT 운영 시뮬레이

션을 위해 현장으로부터 터미널 레이아웃, 크레인 및 YT의

성능 수치, 선박 작업 현황 등의 데이터를 받아 사용하였다.

후보 해가 평가되어 적합도가 계산되면 다음과 같은 진화 연

산을 통해 집단을 갱신한다. 먼저 집단 내에서 임의로 2개의

후보 해(부모)를 선택한 후 교배 및 돌연변이 연산을 통해 2

개의 새로운 후보 해(자손)를 생성(reproduce)한다. 그리고 새

로 생성된 후보 해를 평가하여 적합도를 계산한 후, 집단에서

임의로 뽑은 50개의 후보 해 중 자신과 가장 비슷한 해의 적

합도와 비교하여 더 좋으면 새로 생성된 해가 기존 집단의 해

를 대체한다. 반대의 경우 새로 생성된 해는 폐기된다. 이와

같은 집단 갱신 과정을 정해진 평가 횟수를 채울 때까지 반복

한 후 최종 집단에서 가장 적합도가 좋은 후보 해를 최적 해

로 삼는다. 본 논문에서는 10,000번의 평가를 하였으며 교배

및 돌연변이 연산 방법으로는 실수 표현 개체들에 많이 사용

되는 simulated binary crossover와 non-uniform mutation 기

법을 사용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제안 방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흔히 사용

하는 local pooling 방식의 배차 방안과 2장에서 소개한 휴리

스틱 배차 방안을 대상으로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4.1절에

서 비교 대상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4.2절에서는 실험 환경

을 살펴본 다음 실험 중 수집해야 할 성능 지표를 소개한다.

그 후 4.3절에서 방안별로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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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RTS
P: population, M: mating pool, T: buffer pool,
m: size of mating pool, t: size of buffer pool,

begin
  m ← 2, t ← 50

Randomly initialize population P
for each individual s in P do

fs ← evaluate(s) 
repeat

M ← randomly selected m individuals from P
M ← reproduce(M)
for each offspring y in M do

fy ← evaluate(y)
T ← randomly selected t individuals from P
x ← most_similar(y, T)
if fx < fy then

remove x from P and insert y into P
until termination condition holds

end
Fig. 4 Psedocode of RTS

4.1 비교 대상 방안

본 실험에서는 제안 방안(PB: Policy Based)의 성능 검증을

위해 현장에서 쓰이는 local pooling 방식의 배차 방안(LP:

Local Pooling)과 마감 시간 우선 휴리스틱 배차 방안(EDF:

Earliest Due-time First)을 비교 대상 방안으로 선정하였다.

LP 방안은 선박별로 YT 작업조를 구성하여 각 선박의 작업

을 전담 작업조의 YT에게만 배정한다. YT가 여러 QC의 작

업을 골고루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QC 별로 YT 할당 하한

값을 설정하고 이 값보다 할당된 YT 수가 적은 QC의 작업만

후보작업으로 삼으며 이 중 마감시간이 가장 이른 작업을 YT

에 배정한다. 만약 모든 QC에 그 QC의 YT 할당 하한값보다

더 많은 수의 YT가 할당되어 있다면 모든 QC의 작업을 후보

작업으로 삼고 그중에 YT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작업을

YT에 배정한다. QC의 YT 할당 하한값 크기는 해당 QC의 작

업 진척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작업 진척도가 다른 QC에 비해

낮으면 그 값을 높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춘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인 EDF는 후보작업 중 가장 마감시간이

이른 작업을 배정하는 단순 규칙을 이용하되 local pooling이 아

니라 global pooling 방식으로 YT에 작업을 배정한다. 이 방안

역시 YT가 각 QC의 작업을 어느 정도 고르게 수행하게 되도록

QC 별로 YT 할당 하한값을 설정하여 이 값보다 할당된 YT 수

가 적은 QC의 작업이 우선적으로 YT에 배정되도록 하였다.

4.2 실험 환경 및 성능 지표

각 방안의 성능은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

행을 통해 측정된 성능 지표로 평가하였다. 테스트 시나리오

는 현장의 선박 양적하 작업 기록 데이터 중 양적하가 골고루

이루어진 약 2일 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생성하였으며 작업

컨테이너의 총 개수는 약 8,000개이다. 또한, 공정한 검증을

위해 제안 방안의 전략을 최적화할 때 사용한 시나리오와는

다른 시나리오를 테스트 시나리오로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시 투입되는 YT 수는 작업 중인 QC 수의 6배로 설정하였으

며 LP 방안 및 EDF 방안에서 각 QC의 YT 할당 하한값은 3

대로 설정하였다. 물론 LP 방안의 경우 이 값이 QC의 진척도

에 따라 조정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되는 성능 지표는 해측 생산성과

YT 작업 효율에 관한 것으로, 해측 생산성에 대한 지표로는

QC의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과 QC의 평균 작업 지연 시간

을 측정하였다. QC의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이 많을수록, 평

균 작업 처리 소요 시간은 짧을수록 해측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YT 작업 효율에 대한 지표로는 YT의 평균

주행거리와 YT의 dual cycle 작업 횟수를 측정하였다. YT의

평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그리고 dual cycle 작업 횟수는 많

을수록 YT 작업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비교 대상 방안인 LP 및 EDF와 제안 방안인

PB의 성능 지표를 비교한다. 각 방안의 성능 지표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먼저 QC의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과 평균

작업 지연 시간을 보면 PB, EDF, LP 순으로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이 많고 평균 작업 지연 시간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안 방안이 해측 생산성 측면에서 가장 성능이 좋

았다. 그리고 YT의 평균 주행거리와 dual cycle 작업 횟수를

비교해 보면 PB, EDF, LP 순으로 평균 주행거리는 짧고 dual

cycle 작업 횟수는 많아 YT 작업 효율 측면에서도 제안 방안

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확인하였다. 제안 방안이 작업을 할당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 당 평균 0.0003초, 최대 0.04초

로 관찰되어 (Intel i7-8700 CPU 기준) 실시간 적용에 전혀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LP EDF PB
QC throughput per hour (box) 32.1 32.5 32.7
QC waiting time per job (sec) 8.2 6.6 5.3

YT total travel distance per job (m) 2,104 1,990 1,891
Total numbers of YT dual cycles 233 286 557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LP 방안의 성능이 가장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local pooling 방식이다 보니 dual cycle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불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 방안 중 dual cycle 작

업의 횟수가 가장 적었으며 이에 따라 YT 평균 주행거리도

길어져서 YT 작업 효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방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EDF 방안은 사용한 규칙이 단순한데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본 논문에서 비교한 EDF 방안은 단순히 마감시간만 보는 것

이 아니라 QC 별 YT 할당 최소값을 이용하여 YT가 어느 정

도 골고루 QC에 배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운영 방법이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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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ing 방식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P 방안과 비교해 dual cycle 횟수도

50번 이상 더 많아 YT 작업 효율도 좋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PB 방안은 해측 생산성 측면이나 YT 작업 효율

측면 모두에서 LP나 EDF 방안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다. 특히 YT dual cycle 횟수는 다른 방안보다 약 2배 정도

많으며, YT 평균 주행거리 또한 가장 짧다. 이렇게 높은 YT

작업 효율은 곧 QC 작업 지연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PB 방

안이 세 방안 중 시간당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Table 3은 투입되는 YT 수를 QC 수의 6배에서 4배까지 점

차 줄일 경우 QC의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PB 방안이 일관성 있게 나머지

방안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PB 방안의 경우 YT 투입 대수를 QC 수의 5배까지 줄이

더라도 6배일 때의 LP 방안 성능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안 방안이 현장에 도입될 경우 YT 대수를 15% 이상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6 5.5 5 4.5 4
LP 32.1 31.5 31.0 30.1 29.6

EDF 32.5 32.3 32.1 31.7 30.9
PB 32.7 32.4 32.3 31.8 31.1

Table 3 QC throughput per hour (box) with reduced

number of YT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측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YT 배차 방안

으로 전략 기반 방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휴리스틱 기

반 방안 및 현장 방안과 비교하여 제안 방안의 성능이 더 우

수함을 보였다. 제안 방안은 Kim et al.(2013)이 수직형 자동

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제안한 전략 기반 방안을 기

반으로 하되,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수

정 및 보완하였고 twin 작업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였

다. 현장 데이터를 이용한 YT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교 대상 방안보다 제안 방안이 해

측 생산성 측면 및 YT 작업 효율 측면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 방안을 도입할 경우 투

입 YT 수를 15% 이상 줄이더라도 해측 생산성이 local

pooling 방식보다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시나리

오를 이용하여 전략을 학습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추가 실

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 기반 방안의 한계 중 하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해 학습하더라도 그 모두에 평균적으

로 잘 동작하는 전략 하나를 얻을 수 있을 뿐이지 각 상황에

특화된 다양한 전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

화학습 기법 등을 이용한 상황적응적 전략의 학습이 향후 매

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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