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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컨테이너나 화물의 무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재해야 한다. 컨테이너의 

적재 알고리즘은 NP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몇 가지 휴리스틱 방법이 연구되었다. 선박이나 비행기에 보관할 컨테이

너는 부피와 무게가 균일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좀 더 쉬운 적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부피와 무게가 균일할 때 무게 균형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적재 공간은 m * n 메쉬의 특수한 구조라고 

가정한다 (이때, m과 n은 모두 홀수이다). 이 경우, 본 논문에서는 Greedy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물체의 개수가 몇 

개이든 언제나 무게 균형을 유지하는 적재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알고리즘이 최적임을 증명하였다. 제안

된 알고리즘은 적재 알고리즘 및 부하 균형 문제와 같은 여러 공학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Vessels or aircraft should be loaded with containers or cargo to maintain weight balance in order to be stable when 
navigating the route. The container loading algorithm is known as the NP problem and several heuristic methods have 
been studied. Container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uniform volume and weight, which makes it easier to find an 
optimal loading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for weight balance when the volume and weight of an 
object are uniform. It is assumed that the loading space has a special structure of m * n mesh (where m and n are both 
odd). In this case, we designed a greedy algorithm and proved that the algorithm is optimal in that it can always find 
a loading position that maintains a weight balanc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objects. Our algorithm can be used in 
many engineering problems, such as loading algorithms and load balanc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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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게 균형은 다양한 공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

어, 계란 포장 용기에 계란을 넣는 것, 상자를 컨테이너

에 넣는 문제, 그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문제 등이다. 
이 연구는 냉장고의 계란 포장재에서 계란을 꺼낼 때

의 관찰로 시작되었다[1]. 계란 포장재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부주의로 계란이 떨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계란 포장재가 홀수 * 홀수일 때 계란의 수

가 몇 개이든 무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배치가 항상 존

재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였

다[1]. 
계란 무게 균형 문제와 유사한 연구에는 2D/3D 무게 

중심[2,3] 및 상자 적재 문제(Bin Packing Problem)[4]가 

포함된다. 무게 중심 문제는 무게로 인한 제로 토크를 

찾는 것이다. 상자 적재 문제는 상자에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적재할 때 물건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며 다양

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상자 적재 문제는 NP (Non- 
Polynomial) 문제에 속한다[4].

본 논문은 계란 포장재 문제를 확장한 것이다. 3D 메
쉬 구조에서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물체를 배치할 때 무

게 균형 문제를 정의한다. 메쉬 구조는 m×n 메쉬 구성

의 특수한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한다(이때, m과 n은 모

두 홀수이다). 이 경우, Greedy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알고리즘이 물체가 몇 개이든 3D 구조의 무게 균형을 

유지하는 배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

명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재하는 

문제[5], 컨테이너 화물선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할 때 무

게 균형을 찾는 문제[6-10]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항공

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무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재하

는 문제[11,12]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드론의 화물 적재

[13]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무게 균형 문제뿐만 아니

라 이동 통신 트래픽의 논리적 부하 분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14].

Ⅱ. 배 경

2.1. 2D, 3D 무게 중심 문제

계란 포장재의 무게균형 문제와 유사한 기존의 연구

로 무게 중심 찾기 문제를 들 수 있다. 무게중심이란 중

력에 의한 알짜 토크가 0인 점이다. 이 중 2D에서 무게

중심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체를 실에 매달

아 중심을 구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3D에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점에 

실을 연결하여 들었을 때 실의 방향을 연장한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그 물체의 무게중심이다[2].
계란 포장재 문제와 2D, 3D 무게중심 찾기 문제는 2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무게 중심 찾기 문제

는 불규칙한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이 문제는 

동일한 모양과 무게를 갖는 계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 둘째는 기존 문제가 하나의 물체내부의 무게중심을 

찾는데 반하여 본 논문의 문제는 무게 균형이 맞도록 계

란을 포장재에 배치하는 것이다. 

2.2. 상자 채우기 문제(Bin Packing Problem)

상자 채우기 문제란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유한개의 

물체들을 같은 용량을 갖는 상자(bin)들에 채울 때 소요

되는 상자의 최소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2개의 상자에 물체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5라는 크

기의 물체를 어디에 채우느냐를 보여준다. 왼쪽에서는 

두 상자 중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첫 번째 상자에 채

우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First Fit이라고 한다. 오른쪽은 

남은 용량이 가장 적은 상자를 선택할 수 있어 낭비 공

간을 최소화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Best Fit이다.

Fig. 1 Bin Packing Algorithm

계란 포장재 문제와 상자 채우기 문제를 비교하면, 계
란의 경우는 계란이라는 객체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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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자 채우기 문제에서는 객체들이 서로 다른 크기

와 모양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상자 채우기 

문제는 상자에 최대로 많이 넣으려는 반면 계란 포장재 

문제는 무게 균형을 찾으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Ⅲ. 제안된 알고리즘

3.1. 기본 가정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동작한다.
1. 적재 된 물체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2. 3D 메쉬 구조는 바닥은 J×K의 구조이고 L은 높이

이다. 이때, J와 K는 모두 홀수이다.
3. 알고리즘의 입력은 객체의 개수 N이며, 출력은 각 

객체의 3D 좌표 (j, k, l)이다.
4. N은 J × K × L 이하이다.
5. 알고리즘을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3D 메시의 좌표

는 그림 2와 같이 할당한다. 예를 들어 파란색 점의 

좌표는 (1,2,2) 이다.

Fig. 2 Coordinates of 3D Mesh

3.2. 3D 메쉬 무게 균형 알고리즘

다음은 알고리즘 3D-무게균형을 표시한다. 알고리즘

은 C언어와 유사한 코드로 표시하였다. 알고리즘은 3개
의 함수로 구성된다. 입력은 N 개의 객체이며 출력은 3
차원 배열인 3D[I][J][K] 이다. 객체가 배치되면 3D 배
열의 각 원소가 1로 표시된다.

3.3. 알고리즘 동작 사례

알고리즘의 동작을 예시하는 경우의 수로서 차원은 

3D[3][5][2]를 선정하고 N은 22와 26을 선정하였다.

1. 무게균형-3차원 함수의 입력이 26일 때, 함수 내의 k 
는 1이고 n은 11이다. 이때 객체 할당은 평면 1에 객

체가 모두 배정되며 그림 3과 같다. 

Fig. 3 Configuration of Plane 1

알고리즘 : 3D-무게 균형

int 3D[I][J][K]
무게균형-3차원(int N) // N 개의 균일한 객체 입력
{
    k = N / (I * J);   // I * J 평면의 가능한 수
    n = N mod (I * J); // k+1 평면에 남은 객체 수

    1부터 k 까지 모든 평면을 개체로 채움; --- (1)
    call 무게균형-2차원(n, k+1); 
                // 나머지를 k+1 평면에 균형있게 채움

}

무게균형-2차원(int n, k)
{
    i = n / I;  // 전체 길이의 행이 몇 개 가능한지 확인
    j = n mod I; // 나머지 객체의 수를 확인
    if(i == 짝수) {
        1번 행을 비우고 나머지 행을 채움 
        call 무게균형-1차원(j,1);

// 1번 행에 j 개의 나머지 객체를 채움 --- (2)
    }
    else {
        1번행부터 행을 채움
        if(j == 홀수) {
            정중앙 객체를 비움;
        else
            call 무게균형-1차원(2/j,k+1);
            call 무게균형-1차원(2/j,k+2);  --- (3)
        }
    }
}

무게균형-1차원(int n, int k)
{
    if(n==짝수)
        k번 행의 중앙을 빼고 좌우로 나누어 채움;
   else
        k번 행의 중앙을 포함하여 좌우로 나누어 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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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무게균형-2D(11, 2)가 호출된다.

2. 무게균형-2D(11,2) 내부에서 i = 2, j = 1이다. i가 짝수

이므로 1번 행을 비우고 나머지 행부터 채우며 나머

지는 무게균형-1차원(1,1)을 호출하여 처리한다. 그 

결과는 알고리즘의 (2)부분에서 결정되며 그림 4와 

같다.

Fig. 4 Result of (2) State in Algorithm 

3. N이 22일 때, 알고리즘의 (1) 단계는 그림 3과 같고 무

게균형-2D(7,2)가 호출된다. 함수 내부에서 i = 1, j = 
2이다. i가 홀수이므로 1번행부터 채우고 j는 짝수이

므로 둘로 나누어서 처리한 결과 (3) 단계에서 그림 5
의 결과를 얻는다.

Fig. 5 Result of (3) State in Algorithm

Ⅳ. 수학적 분석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객체의 수가 몇 개이든 언제나 

무게균형을 유지하는 적재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증명은 1차원 배

치 문제인 [정리 1]을 증명하고 2차원 배치 [정리 2], 3차
원 배치 [정리 3]의 순으로 증명한다.

[정의 1] '균형'은 2D 메쉬에 배치 된 하중의 무게 중심이 

그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불균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은 2D 메쉬에서 균형 및 불균형 할당 유형의 

예를 보여줍니다. 위의 2가지 경우는 ‘균형’ 의 사례이

고 아래 2 경우는 ‘불균형’ 의 사례이다. 균형의 경우 전

체 무게중심이 정중앙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 불균형

의 경우에는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

Fig. 6 Balanced vs. unbalanced allocation

[정리 1] 1차원 구메쉬조가 1⨉n(n=홀수)이고 객체의 수

가 1≤i≤n 일 때 언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증명]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증명함.

1. n = 1 일 때, 객체의 수는 0 또는 1이며 정중앙에 배

치하면 무게균형이 유지된다.
2. n=k(k는 홀수)일 때, 성립을 가정하면 1≤i≤k까지 

언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3. i=k+2(홀수) 일 때,
  a) 1≤i≤k 까지는 2에서 성립을 가정하였으므로 정

균형을 찾을 수 있다.
  b) i = k+1 일 때, 그림 7의 위에서 보듯이 k+1개의 

객체는 왼쪽 끝에 배치하고 k개의 균형계에서 임

의의 객체(정중앙)를 하나 꺼내어 오른쪽 끝으로 

보내면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k개의 균형

계에서 1개를 빼더라도 2의 가정에서 정균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전체의 균형은 유지된다.
  c) i = k+2일 때, 그림 7의 아래에서처럼 k+1 번째 객

체는 왼쪽에 k+2 번째 객체는 오른쪽에 배치하면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n 이 임의의 홀수일 때, 
모든 경우에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Q.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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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eight Balancing in 1D

[정리 2] 2차원 메쉬구조가 m⨉n 이고 객체의 수가 1≤i
≤(m⨉n)으로 변할 때 언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증명] L = m⨉n 이라고 하자.

1. L = 1⨉1일 때, 단순하다.
2. L = j⨉k 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1≤i≤L까지 언

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3. L = j⨉(k+2) 일 때, 객체의 수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i≤(2⨉j) 까지 증가한다. 이 때 i가 

짝수이면 객체를 두 뭉치로 나눠서 왼쪽의 객체군

과 오른쪽의 객체 군에 정균형 위치에 배치하면 된

다([정리 1]에서 1⨉n 개의 정균형을 언제나 찾을 

수 있음을 증명함). i가 홀수일 때는 j⨉k 정균형 객

체 군에서 임의의 객체를 1 개 빼서(2에서 성립을 

가정함) 짝수로 만들고 정균형을 찾는다. 

Fig. 8 Weight Balancing in 2D

4. L = (j+2)⨉(k+2) 일 때는 3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귀납법에 의하여 증명함. Q.E.D.

[정리 3] 3차원 메쉬 구조가 m⨉ n ⨉ l 이고 객체의 수가 

1≤i≤(m⨉ n ⨉ l) 로 변할 때 언제나 정균형을 

찾을 수 있다.
[증명] 객체의 수가 K 일 때, j = K / (m⨉ n)이고 k = K 

mod (m⨉ n) 이다. 3차원 메쉬 구조의 제일 밑에

서 j 개의 평면을 채우고 나머지 k 개의 객체를 2
차원 구조에서 무게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정리 2]에서 k개의 객체를 2차원 메쉬 

구조에 무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치할 수 있으

므로 증명함. Q.E.D. 

Ⅴ. 공학문제에의 적용

제안된 알고리즘은 컨테이너내에 화물을 적재하는 

문제[5], 컨테이너 화물선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할 때 무

게 균형을 찾는 문제[6-10]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항공

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무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재하

는 문제[11,12]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드론의 화물 적재

[13]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무게 균형 문제뿐만 아니

라 이동 통신 트래픽의 논리적 부하 분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14].
컨테이너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적재하는 공간으

로서 무게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로 적재하는 빈패

킹 방식도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전체가 무게 균형을 유

지하도록 적재하려는 연구[5]가 진행되었다.
Sciomachen은 Master Bay Plan Problem (MBPP)[6]

이라는 이름으로 무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컨테이너의 

재선적을 최소화와는 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제시하였

다. 이 문제는 꾸준히 연구[7-10]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8년, 2020년에 내륙에서 서박으로 화물을 수송할 때 

적재하는 문제등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Liu Fan[7]은 

대형 컨테이너 선의 기본 적재 계획을 생성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는데 대형 컨테이너 선의 화물 공간을 블

록으로 나누고 일련의 휴리스틱 규칙에 따라 컨테이너 

그룹을 선박의 다른 파티션에 할당한다.
항공기에서도 승객, 화물 들이 적재될 때 항공기의 무

게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핸드북이 미국 항공국

에서 출간[11]되었다. 이때 화물을 적재하는 알고리즘

[12]도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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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서 화물을 적재할 때 무게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재하고 제어하는 국내 특허도 2015년에 공개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물

리적 무게 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이동 통신 트래픽의 논

리적 부하 분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14]. 
제안된 알고리즘은 상기한 다양한 무게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컨테이너 선박에 화물을 적재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먼저, 화물 공간을 m ⨉ n ⨉ h 구
성 (m 및 n은 모두 홀수) 인 3D 메쉬 블록으로 나눈다. 
이 알고리즘은 Greedy한 방법으로 언제나 무게균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할 때 무게 

균형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적재 공간은 m×n 
메쉬 구성의 특수한 구조라고 가정한다(이때, m과 n은 

모두 홀수이다). 이 경우, Greedy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말고리즘을 제시하였고 동작 사례를 통하여 알고리즘

의 동작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3D 메쉬 구조에서 객체의 수가 몇 개이든 언제나 무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MBPP 및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

재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이 알고리즘을 셀룰러 네트워

크의 부하 균형[8]과 같은 논리적 균형 문제에도 적용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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