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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운송(transportation) 문제는 잘 알려져 있는 최적화 문제로 공급자인 생산지에서 소비자인 대리점으로 물건을 최소의 비용으로 운

송시키는 문제이다. Coopr는 쉽고도 강력한 언어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이썬 언어로 구현되었으며 최적화 모델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몇몇 생산지에서 여러 대리점으로 물건을 운송시키는 최적화 문제를 Coopr의 한 

부분인 pyomo를 이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최적화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한다

1. 서론 

1.1 최적화와 Coopr

  각 대리점은 수요를 만족하고 생산지는 공급을 초과하
지 않는다. 생산지가 대리점으로 운송하는 양은 각각 다
르며 생산지에서 대리점으로 운송하는 각 라우트당 운송
비용도 서로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 소요비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각 생산지에서 대리점으로의 경로와 비
용을 구하는 문제는 운송에 대한 최적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광 받소 있는 파이썬 언어 기반 공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Coopr와 최적화 sovler를 이용하
여 최적화 모델링 및 최적화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Common Optimization Python Repository 
(Coopr)[1]는 최적화 모델들의 공식화 및 분석을 위해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Python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모음으로 Python Optimization Modeling Objects 
(Pyomo), Python in Stochastic Programming (PySp) 
등의 패키지를 최적화를 위한 핵심 개발 도구로 제공한
다 [1-3]. Pyomo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는 최적화 모
델을 위한 공개 소스 도구로 심볼 문제 정의, 문제에 대
한 구체적인 인스턴스 생성 그리고 표준 solver를 갖고 
이들 인스턴스의 해를 구한다. PySp는 추계적 프로그램
을 위한 해를 제공해 주며 coopr.plugins는 CPLEX, 
Gurobi, GLPK, AMPL 과 같은 표준 solver에 대한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4,5].

1.2 Pyomo

  Pyomo는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최적화 모
델에 대한 정의와 해를 구하는데 유용하다. 파이썬은 읽
기쉽고 객체 지향적인 강력한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이
다. Pyomo는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모델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파이썬 클래
스를 갖는다. Coopr 패키지는 표준 MILP solver를 사용
하는 pyomo로 개발된 모델을 실행시켜준다. 

2. 시스템 모델

2.1 운송 최적화 문제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운송 문제는 다음 목적함

수와 최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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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체 생산지 수, M: 전체 대리점수, 

: 생산지i에서 대리점j 로 운송되는 경로 비용

  : 생산지i에서 대리점j 로 입력되는 amount

 : 생산지 i 가 보유하고 있는 amount 공급 양 supply, 

 : 대리점 j 가 필요로 하는 amount 수요 양, demand

2.2 Pyomo 최적화 모델 

  Coopr 패키지를 이용하여 모델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최적화 모델을 초기화 시킨다. 생산지(warehouse)는 공
급을, 대리점(store)은 수요를 갖고 있으며 이들 두 요소
는 집합(set)으로 나타낸다. 생산지에서 대리점으로의 
각 라우트는 이 두 집합과 관계되는 비용을 갖으며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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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supply := param: demand :=

seoul 700

daegu 1000

busan 300;

junju   300

daejun  500

inchon  400

sokcho 100

mokpo  700;

junju 
dae
jun

inchon 
sok
cho

mokp
o :=

seoul 3 2 1 4 6

daegu 2 1 3 5 4

busan 2 3 4 7 5;

트 집합으로 생성된다. 
다음 두 집합을 정의한다.
model.warehouses = Set(), model.stores = Set()

supply, deman, cost 세 매개변수를 입력 값으로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model.supply = Param(model.warehouese)
model.demand = Param(model.stores)
model.costs = Param(model.warehoueses,  model.stores)

각 생산지에서 대리점으로 운송되는 상품의 양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 변수 amount를 정의한다.
model.amount =Var(model.warehoueses,  model.stores, 
within = NonnegativeReals)

  목적함수로 전체비용의 최소화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라우트(전송경로)를 따라 운송되는 양과 해당 
라우트의 비용을 곱하여 이들 값의 총계를 구하면 이 값
이 바로 목적함수이며 이 값의 최소화가 본 논문의 목표
이다.

Pyomo에서는 최적화 비용 값을 amount, cost 벡터의 
곱으로 다음으로 구할 수 있다.
def costrule(model):

return sum(
model.costs[n,i] * model.amounts[n,i]
for n in model.warehouses
for n in model.stores )

model.cost = Objective(rule=costRule)

  목적함수에 이어 두 제한성(constraint)인 최소 
demand 규칙과 최대 supply 규칙을 구성한다.  이제한
은 어떠한 대리점도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생산지도 공급을 초과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즉 대리점으로 들어가는 모든 amount의 합이 수요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코드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pyomo의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ef minDemandRule(store, model):
 return sum(model.amounts[i, store] for i in 
model.warehouses) >= model.demand[store]

model.demandConstraint = Constraint(model.stores, 
rule=minDemandRule)

공급은 각 대리점이 요구하는 수요를 초과해야 하며 이
는 다음 최대 supply 규칙으로 표현된다.

def maxSupplyRule(warehouse, model):
 return sum(model.amounts[warehouse, j] for j in 
model.stores) <= model.supply[warehouse]

model.supplyConstraint = Constrain(model.warehouses, 
rule=maxSupplydRule)

3. 데이터와 최적해

3.1 데이터

  생산지인 warehouses와 대리점인 stores의 두 집합을  
다음으로 정의한다.
set warehouses :=  seoul, daegu, busan;
set stores := junju, daejun, inchon, sokcho, mokpo;

  이들 두 집합에 대한 매개변수는 다음 입력 값으로 주
어진다.

 
  다음으로 라우트에 대한 비용 값을 다음 매개변수로 
주어진다.
param: costs:

3.2 수치결과

  pyomo와 gurobi optimizer solver를 이용하여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여 생산지에서 대리점에 대한 최적해를 
구한다.

>>pyomo solver=gurobi transportation.py 
transportatio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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