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학기 물류연구실 연구참여보고서 

 

 

 

 

 

 

 

 

대분류할당 문제해결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구현 및 성능 비교 

 

 

 

 

 

 

 

 

 

 

산업경영공학과 

20110390 이종화 

(2016.9.5 ~ 2016.12.23) 



1. 연구 배경 및 소개 

운송업에서 화물이 이동할 때는 화물은 작은 지역의 수화물을 수집하는 sub에 모인 후에 여러 

sub에서 온 화물들이 모이는 hub로 이동하게 된다. hub에서는 다시 도착 지역을 관할하는 sub로 

화물을 보내고, 해당 sub에서 최종 목적지로 배송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

물은 발송지와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지와 목적지 사이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hub를 거쳐 목적지로 화물을 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sub와 hub에

서는 들어온 화물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서로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화물을 분류하

는데 이 길을 chute라고 부르며 sub와 hub 각각 chute 수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sub에서 hub 

또는 hub에서 sub로 보낼 수 있는 가지 수가 한정되어있다. 거기다가 hub에는 수용할 수 있는 

화물의 양에도 제한이 있어서 sub에서 hub로 화물을 보낼 때, 해당 hub의 한계를 넘으면 화물을 

보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물이 sub A에서 sub B로 이동할 때, hub H를 거쳐서 간다고 

가정하자. Sub A의 chute 수가 3, hub H의 chute 수와 수용량이 각각 10, 1000이라고 할 때 만약 

sub A에서 hub H를 통해 sub B로 화물을 보내고 싶으면 sub A의 chute 수가 1만큼 감소하게 되

고 hub H의 chute수도 1만큼 감소하게 되며 hub H의 수용량도 sub A에서 화물을 보내는 양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화물을 담당하는 sub와 hub를 할당 할 때, 기존에 chute가 이미 존재하면 

chute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hub의 수용량만 감소한다. 물량이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비

례해서 비용이 발생하며, 이동해야 할 물량이 어떤 이유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잔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앞서 설명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동비용과 잔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휴

리스틱 알고리즘을 만들어 실제 물량정보를 대입해 성능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2. 문제 정의 

 

위 그림은 통해 화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며 문제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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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가정 

 

- Sub-Hub-Sub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만 고려한다.(Hub간의 이동은 없음) 

- Sub-Sub로 이동하는 정보(OD)는 주어진다. 

- Hub는 capacity와 chute 수가 주어지며, Sub는 chute 수만 주어진다. Hub의 capacity는 해당  

 Hub로 물량이 이동할 때, 물량의 양만큼 감소하게 되며, chute 수는 Hub-Sub, Sub-Hub로의 

 분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감소한다. 

- Sub-Hub 또는 Hub-Sub 이동 시,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3. 휴리스틱 알고리즘 설명 

 

비용이동시킬때의로거쳐서를에서

이동량물량로의에서

  box 1  jsub  h hub i sub  

   jsub i sub  

Parameters





ihj

ij

c

D  

 

1. LIST = {Dij를 물량이동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 

2. 물량이동량이 가장 큰 Dij부터 전체 Hub중에서 총 이동비용(Dij*Cihj)을 최소화하는 Hub H

를 찾는다. 

3. H를 찾으면 Dij를 Solution_LIST에 추가하고, H를 찾지 못하면 Dij를 Remain_LIST에 추가한

다. 

4. LIST에 Dij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2번과 3번을 반복한다. 

3번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Hub H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1) Sub i가 더 이상 연결가능한 chute가

없는 상태에서 Sub i와 연결된 모든 Hub들이 Sub j에 연결할 chute가 없거나 Hub의 capacity가 

이동해야 할 물량보다 적게 남는 경우와 2) Sub i가 연결가능한 chute는 있지만 모든 Hub h의 

capacity가 Dij의 물량이동량보다 작거나, Sub j까지 연결할 chute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4. 알고리즘 적용 결과 

Sub의 정보와 Hub의 정보, 물량이동정보는 각각 첨부된 ‘Sub정보.csv’, ‘HUB정보.csv’, ‘전체물량

이동정보.csv’을 이용했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이동해야 할 물량(A) 4,499,460 

배송 완료 물량(B) 3,567,260 

잔여 물량 932,193 

배송률(B/A) 79.28% 

Hub capacity의 총합 5,000,000 

표 1. 알고리즘 실행결과 

약 80%의 물량을 적절한 Hub에 배정했고, 20%를 배송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Hub capacity

의 총합이 배송해야 할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Remain_LIST에 있는 잔여물량에 대해 Hub를 배정

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배송하지 못한 Dij가 저장되는 Remain_LIST에 원소들을 출력하고 관련된 Hub들의 정보를 출력해 

관찰한 결과, 우선 Sub의 chute 수는 모두 0으로 더 이상 다른 Hub에 연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다른 Hub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보내고 있는 Hub들 중에서 목적지 Sub 인 Sub j까

지 chute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Remain_LIST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Hub의 chute는 충분하게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Hub에서 Sub j로 물량을 보내지 못한 이유는 Hub의 

capacity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Remain_LIST에 있는 Dij와 연결된 Hub는 대전Hub, 옥천

Hub, 읍내Hub를 제외한 모든 Hub들이었으며 이 Hub들은 모두 capacity가 0이라서 물량을 배송

할 수가 없었다. 표3의 Hub 정보와 비교해보면 대전Hub, 옥천Hub는 상대적으로 capacity가 크고 

chute가 많은 Hub임을 알 수 있다. 모든 Sub가 1~4 사이의 chut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chute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Sub가 적은 capacity를 가진 Hub에 연결되는 경우, 주어진 

물량을 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 표 2는 

Remain_LIST에 있는 원소들과 연결된 Hub의 정보를 출력한 파일의 일부이며, 표 3은 Hub들의 

구체적인 정보이다. 

 

 

 

 

 

 

 



출발sub 도착sub 연결Hub Hub capacity Hub chute 

용산B 천안동 고촌3CP 0 77 

용산B 구미 고촌3CP 0 77 

용산B 덕양 고촌3CP 0 77 

용산B 수정 고촌3CP 0 77 

용산B 단원 고촌3CP 0 77 

용산B 일산동 고촌3CP 0 77 

용산B 김포 고촌3CP 0 77 

용산B 수지 고촌3CP 0 77 

용산B 흥덕 고촌3CP 0 77 

용산B 의정부 고촌3CP 0 77 

표 2. Remain_LIST에 있는 Dij의 상세 정보  

 

HUB명 Chute Capacity 

대전Hub 1049 1300000 

옥천Hub 232 900000 

청원Hub 126 400000 

용인Hub 109 500000 

군포Hub 101 400000 

읍내Hub 80 200000 

장성지역Hub 71 150000 

칠곡지역Hub 86 150000 

원삼1CP 80 250000 

도척2CP 80 250000 

고촌3CP 80 250000 

표 3. Hub의 상세정보 

 

5. 알고리즘 수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ute 수가 하나 밖에 없는 Sub가 적은 capacity를 가지는 Hub에 연결

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감안해서 chute 수가 하나인 Sub i에 대해서는 무조건 capacity와 chute

가 가장 큰 대전Hub와 연결시키도록 알고리즘을 수정시킨 후 다시 결과를 얻었다. 수정된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다. 

 

 



1. LIST = {Dij를 물량이동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 

2. 만약 Sub i의 chute가 1인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대전Hub를 통해 이동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동량이 가장 큰 Dij부터 전체 Hub중에서 총 이동비용(Dij*Cihj)을 최소화하는 

Hub H를 찾는다. 

3. H를 찾으면 Dij를 Solution_LIST에 추가하고, H를 찾지 못하면 Dij를 Remain_LIST에 추가한

다. 

4. LIST에 Dij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2번과 3번을 반복한다. 

 

Chute가 하나 밖에 없는 Sub들에 대해서 비용에 관계없이 대전Hub를 연결시킨 결과, 배송률이 

92.2%까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Remain_LIST에 있는 원소들을 관찰한 결과, 물량을 전부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 알고리즘을 실행했을 때와 동일했다. 연결된 Hub의 capacity 부족으로 인해 

물량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이동해야 할 물량(A) 4,499,460 

배송 완료 물량(B) 4,148,770 

잔여 물량 350,688 

배송률(B/A) 92.2% 

Hub capacity의 총합 5,000,000 

표 4. 수정된 알고리즘 실행 결과 

 

6. 한계 및 개선할 점 

 Hub Capacity의 총 합이 전체 이동물량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량을 배송하지 못한다는 점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운송업의 특성상, 물량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

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일종의 greedy 알고리즘으로 해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얻은 해로 알고리즘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얻은 해를 바탕으로 잔여물량과 

운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된 해를 찾아갈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

다. 

 

 

 



연구참여 후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수리모델로 표현하기만 하면 Linear Programming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다보면 

LP를 통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나

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개인적으로 과제

를 하는 속도가 느려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딘 속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

고 지도해주신 김병인 교수님과 문제와 관련된 물음에 친절하게 알려준 박재상 선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첨부. 구현한 알고리즘의 스크린 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