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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sider a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time window and dock capacity 
constraints(VRPTD). 

In the most traditional models of vehicle 
routing problems with time window (VRPTW), 
each customer must be assigned to only one 
vehicle route. However demand of a customer 
may exceed the capacity of one vehicle, hence 
at least two vehicles may need to visit the 
customer. We assume that each customer has its 
own dock capacity. Hence, the customer can be 
served by only a limited number of vehicles 
simultaneously. 

Given a depot, customers, their demands, 
their time windows and dock capacities, VRPTD 
is to get a set of feasible routes which pass the 
depot and some customers such that all demands 
of each customer are satisfied.  

Since VRPTD is NP-hard, a meta-heuristic 
algorithm is developed. The algorithm consists 
of two procedures; the route construction 
procedure and the route scheduling procedure. 

 We tested the algorithm on a number of 
instances and computational results are reported. 

 
1. 서론 
 

차량경로문제 (Vehicle Routing Problem ; 
VRP)는 거점(depot)에서 출발한 차량이 배달
(delivery)이나 수집(pick-up) 등의 서비스를 요구
하는 고객(customer)을 특정한 순서대로 방문하고 
다시 거점으로 돌아오는 최소 비용의 경로를 결정하
는 문제이다. 

최근 TV 이나 인터넷, 통신 등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물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물
류만을 전담하는 유통업체가 증가하여 이들 간에 치
열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각 업체의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은 경쟁력의 관건이 되어 

VRP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VRP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현실 문제에 적용할 때 여러 종류의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VRP가 
존재하며 이들의 분류 기준도  거점의 수, 서비스의 
종류(배달 또는 수집), 차량 유형의 동일성 유무 
(homogeneous 또는 heterogeneous), 서비스 시
간 제약(time window)의 유무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중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각 고객에서의 서비
스 시작 가능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시간제
약이 있는 차량경로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with Time Window ; VRPTW)라고 하며 이 문제
는 NP-hard이다[1].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VRPTW는 대개 고객의 
최대 물량이 차량 한 대 이하이고 모든 고객은 반드
시 하나의 경로에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의 물량이 차량 한 
대 이상이거나 고객이 여러 개의 거점으로부터 서비
스를 받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런 경우 여러 경로가 
그 고객을 경유하지만 고객의 하역장 용량(dock 
capacity) 제약으로 인해 이 경로들이 동시에 고객
의 하역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Scheduling Aircraft Landing 
Problem[7]이나 Ship Routing Problem(SRP)이다. 
응용사례로 우리나라의 우편 운송망을 들 수 있다. 
우편 운송망은 허브와 스포크 형태로서 하나의 교환
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집중국이 존재하며 하나의 
집중국은 관내에 다수의 집배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교환센터와 집중국들 사이의 우편물량의 흐름을 기
간 운송망이라고 부르며 집중국과 집배센터 사이의 
우편물량의 흐름은 하부 운송망이라고 부른다. 이 
때 모든 운송망에서 우편 물량이 차량 한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여러 경로에 포함되는 운송국들이 존재
한다. 그리고 각 운송국에 시간 제약과 하역장 용량
이 존재하여 우편 운송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한 일
정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현실 여건을 반
영하는 차량경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약과 
하역장 용량제약이 있는 차량경로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with Time Window and Dock 
Capacity ; VRPTD)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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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VRPTD는 모든 고객에서의 서비스 시간 제약

과 차량의 용량제약을 고려하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 같은 고객을 경유하는 여러  경로들이 각 
고객의 하역장 용량 제약을 만족하도록 서비스 시작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로서 전형적인 VRP보다 
복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차
량경로 생성 문제와 일정계획(Scheduling)문제로 
나누어 해결한다. 즉, 우선 고객의 하역장 제약 조
건을 제외한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한 후 모든 경로
들에 대해 하역장 용량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경로 생성 단계는 
VRPTW가 되며 일정계획 수립 단계는 Job Shop 
Scheduling Problem(JSSP)의 형태가 된다. 이는 
거점과 고객들을 기계(machine)로, 각 경로를 하나
의 job으로, 경로가 경유하는 고객들의 순서는 각 
job이 거쳐야 하는 기계들의 순서로 대응시킨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VRPTD를 해결하기 위해 타부 
탐색(Tabu search)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알고리즘
은 사전처리 작업, 초기 해 발생, 사전처리 작업과 
초기 해로 생성된 경로들의 일정계획, 해의 개선단
계와 일정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의와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예제에 적용한 
테스트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
서 결론을 제시한다. 

 
2. 문제 정의와 관련 연구 
 

2.1 문제 정의와 가정 
VRPTD의 모형은 한 개의 거점과 n 개의 고객

으로 구성되는 노드 집합, 최대 적재량으로 구분되
는 다양한 차량 유형의 집합과 각 유형의 사용대수
로 구성된다. 서비스 유형은 수집으로 하며 각 고객
의 서비스 물량은 알려져 있으며 물량이 차량의 용
적보다 큰 고객이 존재한다. 또한 각 노드는 시간제
약으로서 도착가능시각과 도착한계시각을 가지며 도
착가능시각은 차량이 각 노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말하며 도착한계시각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간을 말한다. 
각 노드의 하역장 용량을 1로 두며 차량에 대해서
는 차량의 적재용량이 클수록 단위 용적당 차량비용
이 더 낮다고 가정한다. 

VRPTD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차량경로 
설정 및 차량 할당, 각 차량경로의 시간 스케줄
(Time schedule)로서 어떤 유형의 차량이 어떤 경
로를 통해 얼마만큼의 물량을 운반하고, 각 노드로 
들어오는 차량들의 서비스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이 언제이며 이때 각 경로별 운송비용 및 총 운송비
용이 얼마인지 제시해야 한다.  

VRP의 목적은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
로 총 운송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으로 표
시한다. 고정비용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 차량 

한 대를 사용하는 시간당 비용이며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변동비용은 차량 경로가 노드 i에서 노
드 j 로 가는 운송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ijc ( Eji ∈),( )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VRP에 있어 고려하는 제약은 다음과 같다. 
 
 차량경로문제를 통해 모든 운송물량이 처리되

어야 한다.  
 차량의 용량제약 
 차량의 사용 대수 제약 
 시간 제약 
 하역장 용량 제약 
 
VRPTD는 여러 개의 차량 경로가 한 고객을 

방문할 수 있고 각 고객마다 하역장 용량제약이 있
어 경로들의 각 경유지에서의 서비스 시간에 대한 
일정계획이 필요하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의 운송 경로 집합( S )을 생성하는 
문제는 VRPTW와 유사하며 VRPTW는 시간 제약
이 추가된 VRP의 한 특수한 형태로 NP-hard이다
[1].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각 기계의 사용시
간(고객의 서비스 시작 허용 시간대)이 제한되어 있
는 Job Shop Scheduling Problem(JSSP)와 유사하
다. VRPTW는 하역장 용량이 무한대( ∞ )인 
VRPTD와 같으므로  VRPTD도 NP-hard에 속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시에 차량경로 수립과 
일정계획 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경로를 생성하는 단
계와 생성된 모든 경로에 대해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물량이 차량 한 대 이상인 경우 직접경로 집
합( 0S )을 생성하여 물량을 우선 처리한 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운송 경로 집합( S )을 생성하고, 

0S 와 S 의 모든 경로에 대해 각 경유지에서의 하역

장 용량 제약을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다. 
 

2.2 관련 연구 
VRP에 대해 예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VRPTD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Scheduling Aircraft Landing 
Problem을 다루는 Beasley와 Krishnamoorthy[7]
의 논문 등이 하역장 용량 제약에 대응되는 공항의 
활주로 용량 제약을 다룬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으나 
이 경우는 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차량 경로 생성 문
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VRPTW와 JSSP 각각에 관한 연구는 
폭 넓게 연구되어 왔다. 이 문제들에 대해 휴리스틱 
해법, 최적화기법, 타부 탐색 등과 같은 메타 휴리
스틱을 이용한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Solomon[10]은 처음으로 VRP의 다양한 종류
의 경로 생성 휴리스틱을 VRPTW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일반화하였으며, Yiannis[8]는 최적화 기법에 
기반을 둔 휴리스틱을 제시하였다. Jose[9]는 타부 
탐색을 이용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Tan[5]은 
타부 탐색과 시뮬레이티드 어닐링(Simulated 
Annealing), 유전 알고리즘(Generic Algorith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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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Tan은 초기 가능 해를 발생시키기 위
해 Solomon[10]의 push foward insertion 
heuristic(PFIH)을 이용하고 여기서 생성된 해에 
다양한 휴리스틱 기법을 적용하여 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타부 탐색과 유전알고리즘이 더 좋은 해를 
제공하였고, Solomon이 제시한 여러 문제들을 풀었
을 때 타부 탐색은 최적 해에 근사한 해를 제공하였
다.  

Baker와 McMahon(1985), Fisher(1973), 
Fisher et al(1983) 등과 같이 JSSP에 대한 최적
화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문제의 
복잡성(computational complexity)로 인해 크기가 
작은 문제들에만 적용이 가능하였다[11]. 따라서 
많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다. List 
scheduling은 많이 쓰이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서 여러 가지 priority  dispatching rule에 의해 어
떤 기계(machine)에서의 작업들 간의 순서를 정하
고 그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11]. 
Su와 Chang[4]은 여러 가지 priority  
dispatching rule을 기반으로 세 가지 Dominance 
rule을 세우고 due date가 있는 Job Shop 
Scheduling  문제를 풀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사전
처리 작업 후의 차량 경로 문제에 대해 타부 탐색 
기법을 적용하고 Su와 Chang[4]의 Three  
Dominance rule을 변형하여 일정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3. 알고리즘 

 
3.1 사전처리작업 

사전 처리 작업이란 고객의 물량이 차량 한 대 
이상일 경우 물량을 미리 분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한 대의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할 때까지 고객과 
거점에 직접경로를 배정, 물량을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문제의 경우 다수의 
차량 유형이 존재하므로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처리해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차량의 용적이 클수록 단위 고정비
용이 낮다는 가정에 의해 고객의 물량보다 작거나 
같은 용적을 가진 차량 중 적재용량이 가장 큰 차량
부터 고려한다. 

 
3.2 초기 해 생성 단계  
3.2.1 경로 생성 단계 

경로 생성 단계는 잔여물량을 처리할 초기 해를 
생성하는 단계로 VRPTW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는 Clarke와 Wright의 Saving Algorithm[2]을 변
형하여 사전 처리 작업을 하고 남은 물량에 이를 적
용한다. 

경로 생성 단계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해의 발생단계] 
단계 1  초기 해 생성 

모든 고객에 대해 거점-고객-거점 형태의 초
기 해 S 를 생성한다.  

단계 2   절약비용 계산. 
모든 경로에 대해 그 두 경로를 하나의 경로로 

합치는 경우의 절약 비용(saving cost)을 계산
한다. 

단계 3  절약효과 발생 유무 확인 
0보다 큰 절약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 5

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 4로 간다. 
단계 4  두 경로의 (link) 병합 

0보다 큰 절약 비용 중에서 VRPTW 제약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으면 단계 5로 가고, 그
렇지 않으면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절약 비용이 큰 경로를 하나의 경로로 합친 후 
단계 2로 간다. 

단계 5  알고리즘 종료 
 
단계 1에서는 n 개의 서로 다른 왕복 경로를 

초기 해 집합 S 로 놓고, 단계 2에서 모든 경로 쌍
에 대한 절약 비용을 계산한다. 절약 비용은 경로 
집합을 E 라 하고, ),( ji 경로가 존재할 때, 고객 i를 

포함하는 경로 p의 운송비용 )( pc 과 고객 j 를 포

함하는 경로 q 의 운송비용 )( qc 을 합한 값에서 두 

경로를 합친 새로운 경로 r 의 운송비용 )( rc 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Ejicccsav rqpij ∈−+= ),(,  

 
단계 3에서는 단계 2에서 계산된 절약 비용들 

중에서 0보다 큰 값이 존재하는지 체크한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 4로 가서 경로 r 를 포함하

는 가능 경로해 집합을 S ′ 라 놓는다. 단계 4에서는 
새로 생성된 경로 r이 다음 제약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한다. 만약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SS ′= 로 놓은 후, 단계 2로 가
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단계 4에서 체크하는 제
약조건은 각 노드의 하역장 용량제약을 제외한 조건
들이다. 이 제약조건들은 새로운 경로가 생성될 때
마다 체크해야 하며, 그 중 시간제약은 다른 조건에 
비해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에 대한 제약을 체크할 때 Solomon[10]의 push 
forward 개념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한다.  
3.2.2 일정계획 단계  

일정계획(scheduling) 단계는 앞에서 생성한 
초기 경로와 사전처리 작업으로 만들어진 거점과 고
객간의 직접 경로들이 하역장 용량제약을 만족시키
도록 각 경유지에 도착하는 시각을 정해주는 단계이
다.  

일정 계획 문제의 목적은 모든 경로들이 각 경
유지에서의 허용시간대를 지키면서 거점의 도착한계
시각 안에 경로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계획 알고리즘은 Su와 Chang의 Three 
Dominance Rules[4]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일정계획의 용어(notation)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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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notation)] 
 ie : 노드 i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도착가능시각) 
 il : 노드 i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각(도착한계시각) 
 

ipP : 경로 p 의 노드 i 에서 소요되는 서비스 

시간 
 

parr  : 경로 p가 거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

장 빠른 시각  
 

pPF  : 경로 p 의 모든 경유지의 허용 시간대

를 지키면서 거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을 최대한 지연
시킬 수 있는 시간의 양 
 

pd : 경로 p의 due date = iarr + iPF  

 k
ipp  : stage k 일 때, 노드 i 에서 경로 p 의 

서비스 시간 
 k

pB : stage k 일 때, 경로 p 의 남아있는 

operation들의 총 작업 시간 
 k

pT : stage k일 때, 경로 p의 operation 시작 

시간 
 k

pPF : stage k일 때, 경로 p 의 서비스 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 시간의 양  
 k

iR : stage k일 때, 노드 i의 가용 시간  

 k
pW : stage k 일 때, 경로 p 의 대기 시간

(waiting time) 
 

일정계획 알고리즘은 모든 경로의 각 경유지에
서의 서비스 시작시간을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둔 
상태에서 시작한다. 각 stage에서 어떤 노드를 경유
하는 경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경로를 선택
하고 나머지 경로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된다. 이 때 각 경로의 서비스 시작시각이 
미뤄질 수 있는 최대 한계인 k

iPF 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그러나 dominance rule 알고리즘은 거점
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경로의 거점 도착 시간과 각 
경로의 전체 운송시간 한계에 해당하는 id 의 가능

성(feasibility)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각 경로의 경유지에서의 서비스 시작시간이 제약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의 dominance rule을 
더 추가하였다. 

 
[시간 제약 dominance rule] : 0=kiPF 인 경로가 

가장 우선한다.  
 

일정계획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일정계획 알고리즘] 
단계 1 : 각 경로와 노드에 대한 위의 데이터를 초

기화 
단계 2 : Stage = 0. 
단계 3 : k= Stage = 1. 

단계 4 : 모든 경로에 대해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
유지가 없는 경우, 단계 10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

면 단계 5로 간다. 
단계 5 : 각 경로에 대해 k

pT , k
ipp , k

pB 와 각 노드에 

대해  k
iR 를 구한다. 

단계 6 : 각 노드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로를 정한다. 
case 1 : Stage k에서 노드 i가 경유지인 경로

가 없는 경우, i는 고려하지 않는다. 
case 2 : Stage k에서 노드 i가 경유지인 경로
가 하나인 경우, 그 경로가 노드 i 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case 3 : Stage k에서 노드 i가 경유지인 경로
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네 가지 dominance rule
을 적용하여 한 경로를 선택하고 나머지 경로들
은 다음 stage로 미룬다.  

단계 7 : 각 경로의 k
pW , k

pPF 를 구한다. 0=kpPF
인 경로가 두 개 이상이거나 0<kiPF 인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문제를 비가능(infeasible)으로 
하고 단계 11로 간다. 

단계 8 : Stage = Stage + 1 
단계 9 : 단계 4 로 돌아간다. 
단계 10 : 각 노드에서 마지막으로 작업을 시작하

는 시간을 계산한다. 
단계 11 : 알고리즘 종료  
 

일정계획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그 해의 가능
(feasibl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 일정계획의 가능(feasible) 

일정계획 수립 후 모든 경로의 각 경유지에서의 
서비스 시작시간이 경유지의 도착한계시각(time 
window)보다 늦지 않으면 “일정계획이 가능
(feasible)하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계획이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한다.. 
 

0S 와 S의 일정계획이 가능하면 SS f = 로 한다. 

 
3.3 타부 탐색과 일정계획 단계 

해의 개선 단계에서는 해의 발생 단계에서 사전 
처리 작업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생성된 초기 경로를 
타부 탐색을 이용해 개선한다. 타부 탐색은 1986년
에 Fred Glover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지금
까지 VRP 등과 같이 이론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해를 구하기 힘든 많은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 

타부 탐색은 메모리 기반 탐색 전략(memory-
based search strategy)으로서 국소 해에 머물지 
않고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해를 찾는 과정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이 탐색 방법은 국소 해와 같거
나 더 좋은 해를 찾게 된다.  

타부 탐색에서는 매 반복횟수(iteration)마다 
이웃 해 집합 )(SN 를 생성하고 이 중에 목적함수

가 가장 많이 개선되거나, 개선되는 해가 없는 경우 
목적 함수의 증가가 가장 적은 해를 선택한다. 개선
되지 않는 해를 선택하는 경우 이전의 해로 다시 돌
아가 순환(cycle)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타부 제한을 둔다. 타부 탐색은 타부 목
록(TABL, tabu list)을 이용하여 최근 몇 개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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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iteration)에서 구한 가능 해나 가능 해의 이
동(move)을 메모리에 유지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웃 해를 생성할 때 타부 목록에 있는 해로의 이동
을 막아 순환(cycle)을 방지한다. 본 타부 탐색에서
는 타부 목록에 경로들의 형상을 저장하여 원래 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타부 목록에 금지된 이동을 저장한 후 연속 

|| sT 번의 반복회수(TLS, tabu list size) 이후에 타

부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타부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어떤 경로의 형상 a와 b가 타부 목록에 저장
되고 이후 반복횟수가 타부 목록의 크기인 || sT 보다 

작으면서 타부 목록의 하나를 만족하면 타부가 된다. 
따라서 타부 목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5]. 

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타부 제약은 좋은 해가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건으로 열망
기준(aspiration criteria)을 둔다. 즉 새로운 가능경
로 해 S ′이 타부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좋은 해 mS 보다 더 좋은 경우 타부 상태를 무시하

고 새로운 해로 받아들여 순환을 방지하면서 더 좋
은 해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의 개선 단계에서 이웃 해 집
합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λ -interchange를 사용한
다. 해 },,,,,,{ 1 Nqp RRRRS ΛΛΛ= 이 주어졌을 때, 

pR 는 경로 p가 방문하는 고객들의 집합이다. 고객

들의 집합 
pR 와 

qR  사이에 λ -interchange를 적

용할 경우, 크기가 λ 보다 작거나 같은 
pR 의 부분

집합 
pSS 와 

qR 의 부분집합 
qSS 를 서로 교환하여 

새로운 해  },,,,,,{ 1 Mqp RRRRS ΛΛΛ ′′=′ 을 생성

한다. 이웃 해 집합 )(SN 란 λ -interchange에 의

해 생성된 모든 가능해 S ′의 집합을 의미한다. 

λ -interchange에 의해 생성된 )(SN 에서 새

로운 가능 해 S ′ 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GB(global best)이고 다른 
하나는 FB(first best)이다. GB는 )(SN 에 속하는 

모든 이웃 해를 탐색한 후 그 중 총 운송비용이 가
장 많이 감소하거나 개선되는 해가 없는 경우 비용
의 증가가 가장 적은 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FB 
방법은 비용이 감소하는 해가 처음으로 생성되는 경
우 그 해를 선택하고 개선되는 해가 없는 경우 비용
의 증가가 가장 적은 해를 선택한다. 

타부 탐색의 종료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째는 최적 해를 찾았을 때, 둘째는 문제에 부여한 
최대 반복횟수를 넘었을 경우, 셋째는 해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해진 최대 반복횟수를 넘었을 경
우 등이다.  

타부 탐색의 알고리즘 단계는 다음과 같다. 
 
[타부 탐색 알고리즘] 
단계 1  초기화 

초기해 SSm =
로 두고 0,0,1 === ba kkk 으

로 한다. 

단계 2  이웃해 생성과 선택 
S에 속하는 각 경로에 대해  2-interchnage

를 이용하여 이웃 해 집합 )(2 SN 를 생성한다. 

선택 방법(GB 또는 FB)에 따라 )(2 SN  중 가능

해 S ′ 를 선택하고 1,, 0 +=′∪=′= kkSSJSS
로 한다.  

)()( mSCSC <′ 이면 0, =′= am kSS 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1+= aa kk 로 한다. 

단계 3  일정계획 
일정계획 알고리즘으로 모든 노드의 하역장 용

량 제약을 만족시키도록 J를 scheduling 한다.  

J 의 일정계획이 가능한 경우 0=bk  으로 하

고 단계 3.1로 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1+= bb kk 로 한다.  

단계 3.1  )()( fSCSC <′ 이면 SSJJ ff ′== , 으로 

한다.  
단계 4  알고리즘 종료조건 확인 

ITRk > 또는 
aa

ITRk >  또는 
bb

ITRk >

이면 단계로 가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 2]로 
간다. 

단계 5  알고리즘 종료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fS 와 mS 을 최종해로 한

다. 
 

단계 1에서는 해의 발생 단계에서 생성된 해 
S를 현재까지 가장 좋은 해 mS 으로 둔다. bk 는 일

정계획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복횟수를 나
타내는 변수이다. 반복(iteration)이란 단계 2에 의
해 이웃 해 집합 )(2 SN 를 생성하고 그 중 가능 해 

S ′을 선택해 S를 S ′으로 놓는 과정을 말한다.  
단계 2에서는 현재 해 S 로부터 이웃 해 집합 

)(2 SN 를 생성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λ =2 인 2-

interchnage를 적용한다. 하역장 용량 제약 조건을 
제외하고 이웃 해를 생성하므로 이웃해 생성 문제는 
VRPTW가 된다.  

단계 3에서는 0S 와 단계 2에서 선택한 S ′ 의 

모든 경로의 합집합을 J 로 두고 J 에 속하는 모든 
경로들에 대해 각 경유지에서의 서비스 시작시간을 
정해주는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일정계획 알고리즘
은 3.2.2절에서 설명한 일정계획과 동일하다.  

단계 4에서는 알고리즘의 종료조건을 확인한다. 
현재 반복횟수 k 가 최대 반복횟수 ITR 보다 크거
나 목적함수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복횟수 ak 가 ITRa 보다 크거나 해의 일정계획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복횟수 bk 가 ITRb 보

다 크면 단계 5로 가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 2
로 가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단계 5에서는 종료 
조건을 만족하므로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mS 을 목

적함수가 가장 좋은 최종 해로, 
fS 를 일정계획이 

가능한 해 중에서 목적함수가 가장 좋은 최종 해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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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C 언어로 코딩
하였으며, Pentium PC(800MHz)에서 실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타부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보다 효과적인 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값을 정하였다. 지역 해에 머물러 
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부 목록을 
배열로 만들고 그 배열의 크기를 바꿔 가면서 테스
트를 통해 8|| =sT 로 정하였고, 최대 반복횟수 ITR 

을 5000, ITRa 를 3000, ITRb 를 1000으로 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예제 문제를 (1)고객의 수(10, 
20, 50), (2) 차량 유형의 수(1, 3), (3)허용 시간대
의 간격(tight(T) 또는 loose(L)), (4)각 고객을 지
나는 경로의 최대 수( 1(S, single trip), 2 이상(M, 
multi trips))으로 분류한다. 

표 4.1은 문제의 특성을 나타낸다. 고객의 도착 
가능시각과 도착 한계 시각은 각각 다르며 허용시간
대의 절대적인 간격은 모두 같다. 그러나 고객마다 
요구 물량이 다르고 서비스 속도는 모두 일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허용 시간대의 간격은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각 고객을 지나는 경로의 최대 수가 
1(single trip)인 경우는 여러 경로들이 거점으로 
돌아올 때 거점의 하역장 용량 제약을 고려한다. 

여기에서는 VRPTD에 대한 수리모형을 언급하
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수리모형을 수립한 후 
CIPLEX 7.0을 이용하여  테스트 예제에 대한 최적
해를 구하여 휴리스틱으로 푼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4.2, 4.3은 경로 발생 단계에 의해 생성된 
해(‘Initial solution’)와 GB를 이용한 타부 탐색, 
FB를 이용한 타부 탐색에 의해 생성된 해의 
‘Solution value’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Optimal 
value’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최적해의 목적식의 값 

*v 를 의미한다. ‘Solution value’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알고리즘이 주는 해의 목적식의 값 v를 의미

한다. ‘GAP’은 *v 와 v를 비교한 값으로,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100*

*

×
−

=
v
vvGAP  

그 결과 GB를 적용한 타부 탐색과 FB를 적용
한 타부 탐색의 경우 평균 ‘GAP’이 각각 3.336%
와 3.612%로 GB를 적용한 결과와 FB를 적용한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Multi trip의 경우에도 
GAP이 5% 이하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은 좋은 해를 제공하였다.  

초기해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와 타부 탐색
의 결과 만들어진 해를 비교해본 결과 고객 수가 
10일 경우 평균 6.8%의 해의 개선이 있었고, 20인 
경우는 21.28%, 50인 경우는 45.64%의 해의 개선
이 있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좋은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고객의 수가 20이고 multi trip인 경우와 고객 
수가 50인 경우에 대해서는 최적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해진 해의 품질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객 수가 10, 20이고 single trip인 경우와 
같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은 노드 수가 10인 경
우 평균 14.6초, 20인 경우 35.4초, 50인 경우 
128.1초였다. 

 
표 4.1 테스트 예제의 문제 특성 

문
제
번
호 

(1) (2) (3) (4) 문
제
번
호 

(1) (2) (3) (4)

1 10 1 T S 16 20 1 T M 
2 10 1 L S 17 20 1 L M 
3 10 1 L S 18 20 3 L M 
4 10 3 T S 19 20 3 T M 
5 10 3 L S 20 20 3 L M 
6 10 1 T M 21 50 1 T S 

7 10 1 L M 22 50 1 L S 
8 10 3 L M 23 50 1 L S 
9 10 3 T M 24 50 3 T S 
10 10 3 L M 25 50 3 L S 
11 20 1 T S 26 50 1 T M 
12 20 1 L S 27 50 1 L M 
13 20 1 L S 28 50 3 L M 
14 20 3 T S 29 50 3 T M 
15 20 3 L S 30 50 3 L M 

 
표 4.2 GB와 FB의 결과 비교(고객 수 = 10) 

Tabu 
search(GB) 

Tabu 
search(FB) 

문제 
번호

Optimal 
value

Sol. 
Val. GAP(%) 

Sol. 
Val. GAP(%)

1 316.1 316.1 0.000 316.1 0.000 

2 316.1 316.1 0.000 316.1 0.000 

3 316.1 316.1 0.000 316.1 0.000 

4 237.6 245.7 3.400 245.7 3.400 

5 237.6 256.0 7.734 256.0 7.734 

6 978.3 991.4 1.341 991.1 1.306 

7 978.3 991.4 1.341 992.1 1.408 

8 1445.1 1503.1 4.014 1503.1 4.014 

9 1445.1 1503.1 4.017 1503.1 4.017 

10 1445.1 1503.1 4.017 1503.1 4.017 
 
표 4.3 GB와 FB의 결과 비교(고객 수 = 20) 

Tabu search(GB) 
Tabu 

search(FB) 
문제 
번호

Optimal 
value Sol. Val. GAP(%) 

Sol. 
Val. GAP(%)

11 583.2 611.4 4.845  611.4  4.842 

12 520.5 545.1 4.735  545.1  4.735 

13 520.5 545.1 4.735  554.7  6.583 

14 493.7 531.5 7.663  542.7  9.923 

15 493.7 504.6 2.213  504.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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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398.5 * 1398.5 * 

17 * 1401.5 * 1401.5 * 

18 * 1905.2 * 1913.2 * 

19 * 1930.3 * 1930.3 * 

20 * 1903.4 * 1919.8 * 
 
5. 결론 
 

본 논문은 시간 제약과 하역장 용량 제약이 있
는 차량경로문제(VRPTD)를 대상으로 하며 총 운
송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다양한 제약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고객 수가 10, 20, 50인 문제에 대해 타부 탐색 
과정에서 GB와 FB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실
행하였다. 고객 수가 10, 20인 경우에 한해 3장에
서 제시한 수리모형으로 최적해를 비교한 결과 두 
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평균  GAP이 4% 이
내인 좋은 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노
드의 하역장 용량이 1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노드마다 하역장 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방향으로 노드의 하역장 용량이 각각 다른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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