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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p scheduling model is presented for the raw material transportation problem with yard storage constraints 

in a steel mill. The problem is formulated as 0, 1 mixed integer programming considering such constraints as loading 

port conditions, ship size and hold capacity, unloading conditions, and yard storage space. In addition, inventory related 

constraints including safety stock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support the continuous operations of steel making 

process. The proposed model has been implemented and applied successfully to a real world problem, and its results 

show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method. For example, the arrival dates of ships 

are determined satisfying the constraints. The total inventory level is minimized at the stock yard as a result. Also, 

the safety inventory level is always kept at the planning st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otal inventory level 

is reduced significantly. Further research is expected to develop efficient heuristics to have a better response time 

for even larger scal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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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 제철공정에서의 원료는 철 석과 석탄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철 석은 호주와 라

질에서, 그리고 석탄은 호주에서 부분 공 되고 

있다. 즉, 철강생산을 한 원료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그리고 주로 선박에 의해 수송하고 있다. 

철강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랜드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선 항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제

철소에 도착한 원료는 서로 다른 종류의 랜드끼

리는 혼 이 불가능하며, 특히 석탄의 경우에는 동

종의 랜드라 하더라도 도입 시기가 다를 경우 석

탄성분 열화에 의해 혼 이 불가능하다.

선박에 의한 원료의 수송은 수송비 최소화를 

해 선형(size)을 가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수송 단 의 증가로 인하여 제철소에 원

료선박이 도착 시 순간 으로 원료의 장을 한 

공간(야드)의 재고가 증가하게 된다. 한, 선박의 

수송에는 선 항에서의 체선, 태풍이나 안개 등에 

의한 선 기간 증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제철소 야드에는 이에 비한 일정규모 이

상의 안 재고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원료의 수송을 해서는 수송선박의 계약형태와 

크기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선 수송선박의 계

약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기용선계약인 

용선(time charter) 계약과 spot 계약으로 나  

수 있다. 용선 계약이 spot 용선에 비해 단 당 

수송비가 싸므로 용선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

리하게 되지만, 용선은 선 항 도착일자가 직  

운항 일정인 하역항으로부터의 출발일자에 의해 

연동되므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야드 재고수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수

송 선박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선박의 규모가 커

질수록 단 당 수송비가 싸지게 된다. 그러나 수

송선박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선박이 하역항에 

도착할 경우 야드의 재고수 이 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재고유지비용의 증가와 함께 

야드의 장능력을 과할 경우 도착하는 선박이 

지체되는 체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하역항에 도착한 선박은 항로의 입항조건에 따

라 선석에 안한 후 연속하역기(csu)에 의해 하

역되어 야드에 옮겨져 장된다. 이 때 하역기의 

하역 능력에 의해 선박의 하역시간이 결정되며, 체

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앞서 도착한 선박의 하역

이 완료된 후에 다음 선박의 도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역된 원료는 야드에 치되는데, 

야드 면 이 제한되어 있어 하역되는 물량이 야드

의 장능력을 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입항선

박이 안한 상태에서 치 가능한 야드공간이 없

어 하역이 지연될 경우 선박에 한 체선료를 지

불해야 하는데, 체선료는 통상 일일 운임의 110%

를 용하게 되므로 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항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요하게 된다. 한편, 체선

료 감을 해 선박의 입항일정을 느슨하게 운

할 경우 장고에 치된 랜드  일부의 재고

수 이 하게 감소하여 재고고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철강생산 공정에 투입할 원

료가 없게 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그러한 재고

고갈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고고갈을 방지하기 하여 랜드 별 

정 안 재고 수 을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재고

고갈의 가능성을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야드 에서는 총 재고수 이 야드의 장

능력을 과해서는 안되며, 한편으로는 랜드 별 

최소의 안 재고수 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심

사항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 제철소에서 구매계약이 체결

된 제철원료의 수송 일정계획 수립을 한 배선계

획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형은 선박 수

송과 련된 제약조건을 반 함과 동시에 야드에

서의 효율 인 재고 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기존 선박일정계획 

편성과 련된 기존 연구에 해 고찰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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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배선계획 편성 모형의 개발에 해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제시된 모형이 실제 

사례에서의 용 결과  기여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해 설명한다.

2. 기존 연구 고찰

선박의 일정계획 수립에 한 범 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Christianssen et al.[5]은 선박의 운

 효율성이야말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어 효율 인 선박 일정계획의 수립

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선박 일정계획에 한 연구는 컨테이 를 포함

할 경우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화물의 수송 에서도 이 연구와 련된 

벌크화물 수송 선박에 한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선박 일정계획 수립에 한 기의 연구는 재고

리와 련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박의 

일정이나 경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집 되었다[8, 

11]. 그러나 선박의 일정계획 수립 시 언제 생산 혹

은 배송해야 하는지에 한 ‘시간’ 정보와 생산량 

혹은 배송량과 련된 ‘용량’ 정보를 동시에 고려해

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 이러한 시간과 용

량에 한 두 가지 의사결정 변수를 통합하여 동

시에 고려한 모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들의 연구는 주로 일정계획 수립 시 재고 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1, 9, 10]. 이

를 바탕으로 실제 선박의 일정계획 수립 시 선박

의 수송 경로 결정문제와 재고 리 문제를 동시에 

반 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4, 6]. Con-

tesse et al.[7]는 천연가스를 상으로 장공간이 

부족할 경우 매일매일의 가스 구매와 수송량을 결

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크

화물의 경우 선박의 크기에 따라 화물을 선 할 

수 있는 홀드의 개수와 크기가 모두 다르고, 선  

 하역작업 시 장비의 운  상 홀드에 선 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러한 선박의 홀드에 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단 이 있다. 한편, Cho and Perakis[3]는 벌크화

물에 한 선박 일정계획 수립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는데, 그들의 연구는 선 항이 하나인 경우

로 한정하여 효율 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실

제 여러 선 항으로부터의 벌크화물 수송 문제는 

보다 복잡할 것으로 상된다.

3. 선박 일정계획 수립 모형

선박 일정계획의 수립은 다양한 선 항으로부터 

출발한 선박들에 해 하역항에 도착하는 시 을 

기 으로 도착일정을 결정하는 일정계획을 수립함

을 의미한다. 

제철소의 주요 원료는 철 석과 석탄으로서 각각

에 한 배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며, 철 석

과 석탄 각각에 한 재고수 을 리해야 할 필

요성으로 인해 별도의 배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제철원료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벌크선으로

서 Panamax  혹은 Cape 의 형선박이 주로 이

용되지만, 선 항의 조건에 의해 Handy 의 소형

선박이 운 되는 경우도 있다. 선박의 수송운임은 

형선일수록 운임단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가  

형선박을 이용한 수송방안이 선호되고 있다. 

수송선박은 통상 으로 다수의 홀드(5～9개, 홀

수 개)에 원료를 나 어 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홀드 크기는 선박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제철원료는 랜드 별로 수송하여 사용 직 에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에 선  시에는 

랜드 별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선 항이나 하역항에서의 연속 인 작업을 

해 하나의 랜드는 최소 2개 이상의 홀드에 선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장기 인 구

매계약을 통해 구매물량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간 도입물량도 결정된다. 즉, 원료의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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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철 석 배선계획 모형을 한 변수의 정의

 Indices

i 제철소 도착 일자 i = 1, …, m

j 랜드 j = 1, …, n

h 홀드 h = 1, …, H

p 선 항 p = 1, …, P

 Input variables

M Big-M

m 계획기간 [period]

n 랜드 수 [unit]

P 선 항 수 [unit]

H 홀드 수 [unit]

K 선  가능한 랜드 수 [unit]

Dij 기간 i에 랜드 j의 일일 사용량 [ton]

di 기간 i에 한 일련번호 [period]

Sj 랜드 j의 안 재고 수 [ton]

Q 야드의 정 리가 가능한 수 의 장능력 [ton]

Cj, 
 랜드 j의 연간 구매 계약량, 허용 가능 수송량 [ton]


 , 

 랜드 j의 선 량 하한과 상한 [ton]

 
 ,  

 기간 i에 투입 가능한 선박 s(i)의 총 선 량 하한과 상한 [ton]

Jp 선 항 p에서 선  가능한 랜드의 집합 [unit]

s(i) 기간 i에 할당된 선박 [unit]

gs(i) 선박 s(i)의 홀드 용량 [ton]

Gip 선 항 p로부터의 선박이 기간 i에 도착할 경우 하역 소요 시간 [days]

 Decision variables

xij 기간 i에 선 된 랜드 j의 선 량 [ton]

yij 기간 i에 랜드 j가 선 되었는지 여부 [0 or 1]

Iij 기간 i에 랜드 j의 재고수 [ton]

vijh 기간 i에 선 된 랜드 j가 홀드 h를 유하고 있는지 여부 [0 or 1]

zip 선 항 p로부터의 선박이 기간 i에 제철소에 도착했는지 여부 [0 or 1]


 , 

 기간 i에 총 재고수 과 리수  Q를 비교하여 여유 혹은 부족량 [ton]

드 별 연간 도입물량이 사 에 결정되어 있으며, 선

박에 선 되는 물량의 총 합은 연간 도입물량과 같

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선 되는 물량

과 계약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

이는 가  어야 하며 특히 실제 선 물량이 

계약물량을 미달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다.

다음은 배선계획 수립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서 

혼합정수계획법을 이용하여 모형화하 다. <표 1>

에는 모형 개발을 한 변수  상수에 한 정의

를 나타내었다. 가장 요한 의사결정 변수로서는 

도착지에 도착하는 선박이 어떤 랜드의 철 석

을 얼마나 선 하여 도착할 것인지로 하 다. 이 

때, 해당 선박의 도착일자는 다른 제약조건을 충

족할 수 있도록 결정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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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석 배선계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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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 함수는 일반 으로 총 비용 최소화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제철원료의 수송과 련된 

비용은 구매비용, 수송비용, 재고유지비용, 재고고

갈비용, 그리고 체선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구매비

용은 원료의 랜드 별 연간 구매량이 사 에 결

정되어 있으므로 수송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되며, 따라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재고

고갈비용은 제철소가 로세스 공정으로서 장공

간인 야드에는 항상 랜드 별 최소 수 의 안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수송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재고고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

을 수립해야 한다. 즉, 안 재고수 을 확보하게 

되면 재고고갈비용은 목 함수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 수송단가는 단 당 재고유지

비용에 비해 매우 크므로, 수송비용을 일 수 있

도록 하기 해서는 항상 형선박을 이용하도록 

배선계획을 편성함으로써 총 비용 최소화의 달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입되는 선박

을 형선으로 미리 결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

으며, 수송비용에 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게 되

었다. 체선료는 제철소에 선박이 도착한 이후 하

역이 정보다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인데, 

배선계획 단계에서 어떤 선박이 제철소에 도착할 

경우 하역에 필요한 충분한 소요시간(clearance)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체선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재고유지비용에 하여, 제철소에서는 랜

드 별 일일 사용량과 연간 수송량(구매량)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연간 재고유지 비용은 일정하게 

된다. 한편, 야드의 최  장능력을 과하여 수

송이 이루어질 경우 선박의 체선료가 불가피하며, 

체선료는 재고유지비용에 비해 큰 값이 일반 이

다. 따라서, 재고유지비용의 고려보다는 어느 시기

에 얼마의 양을 수송하느냐가 건으로서, 야드의 

최  재고수 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 의해 목 함수는 야드의 최  재고수

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단된다. 한, 실제 운  시 배선계획의 변동성에 

비하여 야드의 총 재고수 을 여유 있게 운 하는 

것이 한정된 장능력을 가지 야드의 운  유연성

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며, 로세스 공정에서는 이

러한 유연성의 확보가 매우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야드의 최  리범

를 과하지 않도록 총 재고수 을 규제할 수 

있는 식 (1)에서와 같은 목 함수를 설계하 다.

제약조건에 해 식 (2)는 야드 재고수 의 균

형방정식을 나타내며, 식 (3)은 야드의 재고수 은 

항상 안 재고수 보다는 커야 함을 의미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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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목 함수를 구성하기 한 식으로서, 야드의 

총 재고수 을 정 리범 의 야드 재고수 인 

Q를 과하는 양과 미달하는 양으로 구분하기 

한 식이다. 식 (5)는 연간 총 수송량은 구매계약이 

체결된 양보다는 커야 하며, 한 구매계약이 체

결된 양보다 허용범  이내의 양을 수송해야 함을 

나타낸다. 식 (6)은 선 량의 상하한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 (7)은 선형 s(i)가 투입될 경우 총 선

량 상하한을 나타낸다. 식 (8)은 한 선박이 선 항 

p에서 선  가능한 랜드의 개수가 제한됨을 의

미하며, 식 (9)는 랜드 별 선 량은 선박 s(i)의 

홀드 크기의 선형결합으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 (10)은 제철소에 도착하는 선박은 어떤 하루에 

오로지 하나의 선박만이 입항되어야 함을 의미하

며, 연이어 도착하는 두 선박 사이의 도착 시간간

격은 하역에 필요한 여유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식 (11)에 나타내고 있다. 식 (12)는 선 항으로부

터의 선박이 제철소에 도착하는 변수로 변환하기 

한 식이다.

4. 사례  모형 용 결과

제시된 모형은 일 제철소 철 석 배선계획에 

용하 다. 개발된 모형은 PC에서 iLOG OPL을 

이용하여 실행하 으며, 1년 간의 수송선박을 상

으로 branch-and-bound 방법을 용하여 해결하

기에는 문제의 규모가 커 최 해에 도달이 어렵게 

된다. 그런데,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목 함수 값

이 일정 수 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 목 함수 

값의 개선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한 그 단계에서의 해를 이용하더라도 실

으로 매우 효율 인 배선계획이 편성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개발된 모형의 활

용을 해 일정시간 동안의 실행 후 해를 단

(truncated solution)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선 모형의 용을 하여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수입 국가, 선 항, 랜드, 철 석의 형태 등

의 자료를 비하 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

석은 4개 국가(C1～C4)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국가 C1으로부터 6종류의 랜드(A～F)를 수입하

고 있는데, 랜드 별 선 항은 3곳(P11～P13)이 있

다. 를 들면, 선 항 P11에서는 3개의 랜드가 

선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P12에서는 2개의 랜

드 선 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각 랜드

에는 L, F, P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원료가 존재하

며, 국가별 선 항 별 투입 선박의 최  크기가 결

정되어 있다. 이 때, 투입선박은 실 으로 가능

한 형선박이 지정되고 있다.

이 이외에 랜드 별 연간 계약에 의한 구매량, 

제철소 공정에서의 일일 사용량, 안 재고수 , 그

리고 기 재고수 이 정해져 있다. 

 

   <표 2> 선박 일정계획 수립을 한 입력자료 
(철 석 수송)

국가 선 항 랜드
형태

(L/F)

투입선박 최 크기

(1,000톤)

C1

P11

A
L

180

F

B
L

F

C F

P12 D
L

F

E F

P13 F F 80

C2

P21
G F

190
H P

P22
I F

J P

P23 K F 80

C3 P31 L F 80

C4 P41 M L 70

다음의 <표 3>에는 모형 용 결과의 일부를 나

타내고 있다. 표에 의하면 1월 4일에 도착하는 선

박은 국가 C4의 선 항 P11으로부터 70,000톤을 선

한 선박이며, 이 선박에는 랜드 M, 형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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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철 석 수송 선박 일정계획 수립 결과(일부)

도착일 선 국가 선 항 총 선 량(천톤) ( 랜드, 형태, 선 량×1,000톤)

1월 4일 C4 P41 70 (M, F, 70)

1월 7일 C3 P31 70 (M, L, 70)

1월 10일 C1 P11 190 (D, L, 66), (D, F, 40), (E, F, 83)

1월 14일 C2 P21 170 (G, F, 110), (H, P, 60)

1월 22일 C2 P21 170 (G, F, 170)

1월 25일 C2 P22 170 (I, F, 150), (J, P, 20)

1월 28일 C1 P13 70 (F, F, 70)

1월 30일 C3 P31 70 (L, L, 70)

2월 1일 C2 P23 70 (K, F, 70)

2월 3일 C1 P11 170 (A, L, 43), (C, F, 127)

2월 11일 C1 P12 190 (D, F, 90), (E, F, 120)

2월 14일 C2 P23 80 (K, F, 80)

2월 17일 C3 P31 77 (L, L, 77)

2월 21일 C2 P21 170 (G, F, 136), (H, P, 34)

2월 25일 C2 P22 178 (I, F, 158), (J, P, 20)

3월 6일 C2 P23 73 (K, F, 73)

3월 10일 C1 P12 190 (D, L, 53), (E, F, 137)

3월 13일 C3 P31 80 (L, L, 80)

3월 16일 C1 P11 170 (B, L, 36), (B, F, 48), (C, F, 86)

3월 19일 C4 P41 70 (M, F, 70)

철 석이 선 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

월 10일 도착하는 선박은 총 선 량 190,000톤으

로서, 국가 C1의 선 항 P12에서 랜드 D와 E를 

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선박의 홀드는 

총 9개인데, 랜드 별 선 량은 홀드 크기의 선형

결합 조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들의 도착시간 간격은 하역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확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를 들면 1월 

7일에 도착한 선박은 총 선 량 70,000톤으로서, 도

착하는 제철소 항만 장비여건에 따르면 하역에 소

요되는 시간은 하루가 소요된다. 따라서 이 선박이 

도착한 후 다음 선박은 1일 후에 도착하면 체선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형에 의한 결과는 이를 만족

하도록 도착 시간간격이 설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형선박의 경우에도 1월 10일에 도착하는 선

박은 총 선 량 190,000톤으로서 하역 소요시간은 

약 2.4일이 상되며, 다음에 도착하는 선박은 2.4

일 이후인 1월 14일로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모형에 의한 배선계획 결과가 야드의 재고수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결과의 검토는 기

존에 수작업에 의존하여 편성되는 배선계획 결과

와의 비교를 통해 행하 는데, 수작업에 의한 편

성은 배선계획 수립 문가들에 의한 편성결과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1]은 1년 간의 배선계획 편성에 따른 

야드의 총 재고수 을 나타낸 그래 로서, 모형에 

의한 결과가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결과에 비해 

총 재고수 이 평 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야드의 총 재고수 은 수작업에 의한 결과가 최  

140만톤을 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 

모형에 의한 결과는 최  재고수 이 130만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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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야드 총 재고수  비교

[그림 2] 특정 랜드의 야드 재고수  비교

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형에 의

한 결과와 수작업에 의한 결과와의 야드 재고수

에 한 표 편차가 각각 모형은 85,245톤인데 반

하여 수작업에 의한 결과는 1,411,861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랜드의 재고수 을 검토하면 다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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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d occupation(%)

 [그림 3] 야드 유율 비교

2]와 같이 랜드 G의 경우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안 재고수 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만, 모형에 의한 결과는 항상 안 재고수 을 확

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비상 상황에서의 일정

계획 재편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즉, 수작업에 의

한 배선계획 편성은 결과의 효율성에 있어서 낮을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길어 일정계획의 재수립

은 곤란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일반 으로 선

박을 이용한 수송의 경우 도착하는 선박의 일정은 

실제 운 에서는 계획 로 입항이 불가능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선 항의 장비 이상이

나 업의 경우 지연이 발생하거나, 선박 운항 도

에 폭풍이 닥칠 경우 도착일정을 지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상치 못한 상황으

로 인하여 선박의 도착일정이 변동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입항일정이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

하여 야드의 재고수 이 달라지게 된다. 이 때 모

형을 이용하여 배선계획을 재수립 함으로써 야드

의 재고수 을 고려한 향후의 입항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

된 6월 27일경에는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도착항에

서의 하역이 지체된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이후 야드의 재고수 이 최  장능력을 

과하는 경우(야드 유율 100%)가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선박의 지체로 인하여 야드의 최  

능력에 도달해 있음에도 다음 선박이 입항할 경우 

하역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다음에 

도착하는 선박의 하역에도 향을 미쳐 그림에서

와 같이 긴 기간 동안 야드 운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선은 6월 27일 경우 입항 정이었

던 선박의 입항을 연기하고, 이후의 입항 정된 

선박들에 한 배선계획을 재편성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상황에 

한 입항일정을 재편성 함으로써 야드의 총 재고 

수 이 리할 수 있는 범  내에 존재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배선계획 수립 모형은 

비상상황에 해 입항일정을 손쉽게 편성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상되는 문제를 사 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5. 결론  추후 연구방향

일 제철소 원료의 수송을 한 배선계획 모형을 

수립하 다. 수립된 모형은 선 항 여건, 선박의 선

조건, 그리고 하역항에서의 하역에 필요한 조건

들을 반 하도록 설계되었다. 한, 선박의 도착은 

야드의 재고수 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형에

서는 야드의 재고수 과 련된 조건을 반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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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연간 배선계획을 편성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작업에 의해 편성된 결과

와 비교할 때 야드 재고수 에 한 효율 인 

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총 비용 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된 모형은 0, 1 변수가 많아 실행시간이 과다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재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1년 간의 일정을 수립하기 해서는 Windows 기반

의 PC에서 약 3시간의 실행시간을 요하게 되는데, 

향후 한 heuristic algorithm을 개발함으로써 

실행 소요시간의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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