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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Level Lot Sizing problem is known to be NP-hard. In previous studies, life times of items were assumed 

to be permanent. If items have expiration date, consumers are likely to have order preference like First in, First 

Out(FIFO) or Last In, First Out(LIFO). This condition makes the model more complex. We consider Two Level 

Lot Sizing Problem with perishable items(2LLSP-PI). In this study, we propose a heuristic algorithm to reduce 

running time for 2LLSP-PI. The heuristic algorithm solves two smaller sub-problems iteratively, namely 

procurement problem and distribution problem. The computational experiments show that the heuristic 

algorithm can identify near optimal solutions in a sh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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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Lot Sizing Problem(LSP)은 Economic Order Quantity 문제를 한층 더 일반화시킨 문제로서 1958

년 Wagner와 Whitin[11]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다. LSP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전체 𝑇 

기간 동안의 생산 시점과 아이템의 생산량을 찾는 문제이다. 문제의 최종 목표는 각 시점에서 변

동하는 모든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여러 생산 계획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갖는 생산 계획을 찾

는 것이다. 문제 내에서 시간은 이산 속성으로 다뤄지며 각 시점에서 수요는 고정된다. 각 시점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Set up 비용과 단위 생산 비용이 발생하며 각 시점에 따라 변화한다. 만약 

어떤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넘어갈 때 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단위 재고 비용이 발생한

다. 

LSP는 최대 생산 제약, 최대 재고 제약, 주문 잔고, 다중 물품, 다단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 

및 논의되었다. Bitran과 Yanasse[2]는 최대 생산 제약이 추가된 LSP가 단일 아이템이나 다중 아이

템에 관계없이 NP-hard임을 증명하였고 Dellaert, Jeunet와 Jonard[4]는 다단계(Multi-level) LSP가 

다른 제약이 없어도 NP-hard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모형에서 각 아이템들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낙농업, 목축업 등의 산업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이

템의 상태가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유통기한에 대한 제약은 크게 두 방향으로 고려되었다. 하나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아이템의 성능 또는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1][7] 다른 하나는 유통기한 전까지는 

가치의 하락이 없다가 유통기한을 넘긴 시점에 완전히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1][10].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주문 선호도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아이템을 직접 고를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시킬 아이템의 선택이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지므로 

일찍 생산한 아이템을 소모하고자 할 것이다(First In First Out, FIFO) 반면에 편의점 같은 곳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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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아이템의 선택이 구매자로부터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만든

지 얼마 안된 아이템을 구매할 것이다(Last In First Out, LIFO). 주문 선호도를 고려한 LSP는 

Derman과 Klein[5], Eilon[6]에 의해 최초로 논의되었다. Onal[8]은 FIFO, LIFO의 주문 선호도를 더 

일반화시켜 유통기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재고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

우에 생산 시점에 관계없이 유통기한이 비교적 적게 남은 아이템을 구매하려 하는 경우(First 

Expiration First Out, FEFO),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을 구매하려 하는 경우(Last Expiration First 

Out, LEFO)의 주문 선호도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주문 선호도를 고려하며 재고에 최대 용량 제약이 있는 2단계 로트 사이

징 문제(Two Level Lot Sizing Problem with Perishable Items, 2LLSP-PI)에 대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 알고리즘의 결과와 동일 데이터의 최적해를 비교하는 실험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1.2. 논문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기존의 수리 모형을 다

룰 것이다. 모형의 구체적인 구조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새로운 휴리스틱 알고리즘

을 제안할 것이다. 4장에서는 각 주문 선호도에 대해서 기존의 수리 모형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

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의 비교값을 제시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알고리즘의 한계점과 알고리즘

의 보완 및 개선돼야 할 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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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2단계 최대 재고 제약 로트 사이징 문제 

 

2.1. 기존 수리 모형 

유통기한과 최대 재고 제약이 있는 2단계 로트 사이징 문제(Two Level Lot Sizing Problem with 

Perishable Items, 2LLSP-PI)의 모형은 Onal[9]에 의해 제안되었다. 유한한 이산시간 𝑇 의 범위 

안에서 각 시점의 수요는 하나의 공급자가 충족시키며 별도의 리드 타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고객의 수요 𝐷𝑡는 매 시점 𝑡 (𝑡 = 1, … , 𝑇)의 2차 재고에서 발생한다. 아이템은 생산량의 

제약 없이 매 시점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시점에 대한 유통기한을 가진다. 각 아이템의 

유통기한의 길이는 동일하며 유통기한을 넘어가는 순간에 아이템은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다고 

가정한다. 생산과 1차 재고의 저장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비용은 소모하지 않는다.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의 수송할 때는 추가적인 비용을 소모하며 1차 재고와 2차 재고의 최대 

용량은 한정되어있다.  

아이템을 생산할 때 𝑆𝑡 의 Set-up 비용과 𝑝𝑡 의 단위 생산 비용이 소모되며 생산과 동시에 

별도의 비용 없이 1차 재고에 저장된다. 아이템이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 이동한다면 𝑅𝑡 의 

Set-up 비용과 𝑔𝑡 의 단위 수송 비용이 소모된다. 어떤 시점 𝑡 에서 2차 재고로 수송되지 않은 

아이템들은 해당 시점의 1차 재고가 되며 2차 재고에서 수요를 초과하는 아이템들은 해당 시점의 

2차 재고가 된다. 1차 재고와 2차 재고가 발생한다면 각각의 경우에 ℎ𝑡
1와 ℎ𝑡

2의 단위 재고 비용이 

소모되며 각 재고는 C1 과 C2 의 최대 재고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떤 𝑡 시점에 생산되는 

아이템은 𝑉𝑡(≥ 𝑡)의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𝑉𝑡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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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이템 생산 및 수송의 흐름도 

 

 

2LLSP-PI의 혼합 정수 계획법 문제에 쓰이는 변수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𝑥𝑡𝑗𝑖 는 𝑡 시점에 

생산되어 𝑗시점에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 수송되며 𝑖시점에 2차 재고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아이템의 양으로 정의한다. 𝑥𝑡 와 𝑢𝑡 는 각각 𝑡 시점의 총 생산 아이템 양과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 수송되는 아이템의 총 수량으로 정의한다. 𝐼𝑡
1와 𝐼𝑡

2는 각각 𝑡시점의 1차 재고와 2차 재고의 

양으로 정의한다. 𝑦𝑡 는 𝑡 시점의 생산의 Set-up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하며 어떤 시점 𝑡에 

생산이 발생한다면 𝑦𝑡 = 1 이고 그렇지 않다면 𝑦𝑡 = 0이다. wt는 수송의 Set-up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하며 어떤 시점 𝑡 에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의 아이템 수송이 발생한다면 𝑤𝑡 =

1이고 그렇지 않다면 𝑤𝑡 = 0이다. 𝑧𝑡𝑗𝑖는 𝑥𝑡𝑗𝑖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만약 𝑥𝑡𝑗𝑖 > 0 이라면 

𝑧𝑡𝑗𝑖는 1의 값을 가지며 𝑥𝑡𝑗𝑖 = 0 이라면 𝑧𝑡𝑗𝑖는 0의 값을 가진다.  

Onal이 제안한 2LLSP-PI의 혼합 정수 계획 수리 모형은 아래와 같다[9]. 

 

𝑚𝑖𝑛 ∑(𝑆𝑡𝑦𝑡 + 𝑅𝑡𝑤𝑡 + 𝑝𝑡𝑥𝑡 + 𝑔𝑡𝑢𝑡 + ℎ𝑡
1𝐼𝑡

1 + ℎ𝑡
2𝐼𝑡

2)

𝑇

𝑡=1

                                                                                                 (P)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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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𝑥𝑡𝑗𝑖

𝑗:𝑡≤𝑗≤𝑖𝑡:𝑡≤𝑖≤𝑉𝑡

= 𝐷𝑖                                        𝑓𝑜𝑟 𝑖 = 1, … , 𝑇                                                                                     (1) 

                  xtji ≤ 𝐷𝑖𝑧𝑡𝑗𝑖                                         𝑓𝑜𝑟 𝑡 = 1, … , 𝑇;  𝑓𝑜𝑟 𝑗 = 𝑡, … , 𝑣𝑡;  𝑓𝑜𝑟 𝑖 = 𝑗, … , 𝑣𝑡                     (2) 

                        𝑧𝑡𝑗𝑖 ≤ 𝑦𝑡                                         𝑓𝑜𝑟 𝑡 = 1, … , 𝑇;  𝑓𝑜𝑟 𝑗 = 𝑡, … , 𝑣𝑡;  𝑓𝑜𝑟 𝑖 = 𝑗, … , 𝑣𝑡                     (3) 

    𝑧𝑡𝑗𝑖 ≤ 𝑤𝑗                                         𝑓𝑜𝑟 𝑗 = 1, … , 𝑇;  𝑓𝑜𝑟 𝑗 = 𝑡, … , 𝑣𝑡;  𝑓𝑜𝑟 𝑖 = 𝑗, … , 𝑣𝑡                     (4)             

            𝑧𝑖𝑗𝑠 + 𝑧𝑙𝑗′𝑡 ≤ 1                                        𝑓𝑜𝑟 1 ≤ 𝑖 ≤ 𝑗 ≤ 𝑠 ≤ 𝑉𝑖; 

                                                                                1 ≤ 𝑙 ≤ 𝑗′ ≤ 𝑠 < 𝑡 ≤ 𝑉𝑙  𝑤𝑖𝑡ℎ 𝑉𝑖 < 𝑉𝑙                                            (5) 

            ∑ ∑ 𝑥𝑖𝑡𝑗

𝑇

𝑗=𝑡

𝑡

𝑖=1

= 𝑢𝑡                                       𝑓𝑜𝑟 𝑡 = 1, … , 𝑇                                                                                    (6)  

            ∑ ∑ 𝑥𝑡𝑗𝑖

𝑣𝑡

𝑖=𝑗

𝑣𝑡

𝑗=𝑡

= 𝑥𝑡                                       𝑓𝑜𝑟 𝑡 = 1, … , 𝑇                                                                                     (7) 

      ∑ 𝑥𝑖

𝑡

𝑖=1

− ∑ 𝑢𝑖

𝑡

𝑖=1

= 𝐼𝑡
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8) 

     ∑ 𝑢𝑖

𝑡

𝑖=1

− ∑ 𝐷𝑖

𝑡

𝑖=1

= 𝐼𝑡
2                                       𝑓𝑜𝑟 𝑡 = 1, … , 𝑇                                                                                     (9) 

                            𝐼𝑡
1 ≤ 𝐶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0) 

                            𝐼𝑡
2 ≤ 𝐶2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1) 

𝑥𝑡𝑗𝑖 ≥ 0, 𝑧𝑡𝑗𝑖 ∈ {0, 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𝑗 = 𝑡, … , 𝑣𝑡; 𝑖 = 𝑗, … , 𝑣𝑡    

                    yt, 𝑤𝑡 ∈ {0, 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2LLSP-PI의 목적함수는 𝑇 기간 동안 아이템의 생산 및 수송비용과 1,2 차 재고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생산비용에는 생산 셋업 비용과 단위 생산 비용이 포함되며, 수송비용에는 

수송 셋업 비용과 단위 수송 비용이 포함된다. (1)은 수요가 유통기한을 넘어서는 물품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제약식이다. (2)-(4)는 생산 및 수송의 Set up에 대한 제약식이다. 

(5)는 고객의 선호도에 대한 제약으로 이 제약식이 없으면 선입선출의 구매속성을 따르고 이 

제약식이 존재한다면 후입선출의 선호도를 따른다. (6), (7)은 생산과 수송의 총량을 나타내는 

제약식이며 (8), (9)는 1차와 2차 각 재고와 생산량과 수송량에 대한 제약식이다. (10), (11)은 1차 

및 2차 재고의 최대 용량에 대한 제약식이다. 1차 재고와 2차 재고의 최대 용량은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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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모형에서 모든 아이템에 대한 유통기한의 길이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𝑖 < 𝑗 라면 

항상 𝑉𝑖 < 𝑉𝑙 이며 유통기한의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의 구매 선호도가 

후입선출의 선호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 수송되는 것은 항상 

선입선출의 선호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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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휴리스틱 알고리즘 

 

3. 1. 선입선출 선호도에 대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기존의 수리 모형은 문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그 변수와 제약식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크기가 큰 문제에서 해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2단계 로트 사이징 문제를 두 개의 작은 문제로 분할시키는 것에서 시작

한다. 아이템을 생산해서 1차 재고로 저장하는 첫 번째 단계를 생산계획이라 정의하고 수요를 맞

추기 위해서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 아이템을 수송하는 두 번째 단계를 수송계획이라 정의한다.  

그림 3.1. 생산계획 및 수송계획 

 

 

생산계획에 수반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P1), 수송계획에 수반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P2)라고 정의한다.  

생산계획에 대한 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다..  

𝑚𝑖𝑛 ∑(𝑆𝑡𝑦𝑡 + 𝑝𝑡𝑥𝑡)

𝑇

𝑡=1

                                                                                                              (P1)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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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𝑖

𝑡

𝑖=1

− ∑ 𝑢𝑖

𝑡

𝑖=1

= 𝐼𝑡
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 

                       It
1 ≥ 0                                  𝑓𝑜𝑟 𝑡 = 1, … , 𝑇                                                        (2) 

                       It
1 ≤ 𝐶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3) 

                    xt ≤ 𝑀𝑦𝑡                                 𝑓𝑜𝑟 𝑡 = 1, … , 𝑇                                                       (4) 

          ∑ 𝑥𝑖

𝑡

𝑖=1

≤ ∑ 𝐷𝑖

𝑣𝑡

𝑖=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5) 

xt ≥ 0, 𝑦𝑡 ∈ {0, 1} 

 

집합 𝑈는 (P)의 가능해 (𝑢, 𝑥, 𝑧, 𝑦, 𝑤)들에서 𝑢 ∈ 𝑅𝑇에 해당하는 성분들로 구성된 집합이다. 그 중 

하나의 𝑢∗ ∈ 𝑈 를 초기해로 지정해서 (P1)에서 상수로써 고정시킨다. 본래 모형에서는 실제 최대 

생산 제약이 없는데 반해 (5)로 최대 생산에 대한 제약을 강제로 두어 유통기한이 넘어가는 제품

은 생산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최대 생산량에 대한 제약은 아니며 이 때문에 생산 

변수에 수송 시점과 사용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유통기한을 넘겨 사용되는 제품은 생산할 

수 없다.  

𝑋는 (P1)의 가능해 (𝑥, 𝑦)들에서 𝑥 ∈ 𝑅𝑇에 해당하는 성분들로 구성된 집합이다. 어떤 𝑥 ∈ 𝑋도 초

기해 𝑢∗를 만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P1)을 풀어 얻은 𝑥를 

𝑥∗라고 정의하고 이는 후술할 (P2)에서 새로운 상수로 고정된다. (P1)을 풀어 나온 목적함수의 값

을 𝑃𝐶라고 정의한다. 

수송계획에 대한 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다. 

𝑚𝑖𝑛 ∑(𝑅𝑡𝑤𝑡 + 𝑔𝑡𝑢𝑡 + ℎ𝑡
1𝐼𝑡

1 + ℎ𝑡
2𝐼𝑡

2)

𝑇

𝑡=1

                                                                                (P2)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 𝑥𝑖

𝑡

𝑖=1

− ∑ 𝑢𝑖

𝑡

𝑖=1

= 𝐼𝑡
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6) 

∑ 𝑢𝑖

𝑡

𝑖=1

− ∑ 𝐷𝑖

𝑡

𝑖=1

= 𝐼𝑡
2                                     𝑓𝑜𝑟 𝑡 = 1, … , 𝑇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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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𝐼𝑡
1 ≥ 0                                       𝑓𝑜𝑟 𝑡 = 1, … , 𝑇                                                (8)     

                       𝐼𝑡
1 ≤ 𝐶1                                    𝑓𝑜𝑟 𝑡 = 1, … , 𝑇                                                 (9) 

                       𝐼𝑡
2 ≥ 0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0) 

                       𝐼𝑡
2 ≤ 𝐶2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1) 

                  𝑢𝑡 ≤ 𝑀𝑤𝑡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2) 

ut ≥ 0, 𝑤𝑡 ∈ {0, 1} 

 (P2)를 풀어 나온 변수들의 값이 새로운 수송계획의 해가 되며 목적함수의 값은 𝐷𝐶라고 정의

한다. (P1)의 목적함수의 값과 (P2)의 목적함수의 값을 합한 값이 해당 생산 및 수송계획의 총 비

용이 되며 𝑇𝐶라고 정의한다. (P2)를 풀어 다시 새로 나온 𝑢는 (P1)에서 새로운 상수로써 고정되며 

다시 (P1)으로 돌아간다. 위 과정을 𝑇𝐶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반복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낮은 𝑇𝐶를 𝑇𝐶∗로 저장하고 알고리즘이 끝날 때 𝑇𝐶∗를 최종 휴리스틱 해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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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흐름도 

 

 

3. 2. 후입선출 선호도에 대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후입선출의 선호도 조건 하에선 2차 재고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아이템부터 소모되지만 𝑥𝑖에 생

산 시점 및 사용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Property 1. 후입선출의 주문선호도의 경우 어떤 𝑝시점에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𝑟 =

𝑚𝑖𝑛 {𝑡; ∑ 𝑥𝑖
𝑝
𝑖=1 ≤ ∑ 𝐷𝑖

𝑡
𝑖=1 }인 𝑟부터 𝑉𝑝 사이에 2차 재고가 0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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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of. 만약 𝑥𝑗 = 0(𝑗 = 𝑝 + 1, … , 𝑉𝑝)이라면 𝑝시점에 생산한 아이템으로 𝑉𝑝시점까지의 수요를 만

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 𝑥𝑖
𝑝
𝑖=1 = ∑ 𝐷𝑖

𝑟
𝑖=1  이며 따라서 𝐼𝑟

2 = 0 이다. 따라서 어떤 𝑥𝑗 > 0 (𝑗 = 𝑝 +

1, … , 𝑉𝑝) 인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LIFO의 선호도 하에서 𝐼𝑖
2 > 0 (𝑖 = 𝑟, … , 𝑉𝑝)이라면, 𝑟 이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𝑝 이후의 어떤 

시점 𝑘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며 𝑙(𝑘 ≤ 𝑙 ≤ 𝑟)에서 𝑝에서 만든 아이템을 2차 재고로 수송해야만 한

다. 1차 재고에서 2차 재고로 수송할 때는 오래된 아이템을 먼저 수송하며 𝑙은 𝑟보다 작기 때문에 

𝑙의 2차 재고에서는 반드시 𝑝에서 만든 아이템과 𝑘에서 만든 아이템이 공존한다. 1차 재고와는 

달리 2차 재고에서는 후입선출의 주문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𝑘에서 만든 아이템이 𝑝에서 

만든 아이템보다 먼저 소모된다.  

만약에 𝐼𝑡
2 = 0 (𝑡 = 𝑟, … , 𝑉𝑝)인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𝑟부터 𝑉𝑝까지 계속 𝑝에서 만든 아이템

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유통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가정에 모순이다. □ 

(P1)에서 구한 𝑥를 통해 𝑥𝑖(𝑖 = 1, … , 𝑇)를 상수로 고정할 수 있고 xp > 0인 각 𝑝시점에 대해서 

𝑟 = 𝑚𝑖𝑛 {𝑡; ∑ 𝑥𝑖
𝑝
𝑖=1 ≤ ∑ 𝐷𝑖

𝑡
𝑖=1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입선출에서 썼던 제약식에 추가로 아래의 

제약식이 추가된다. 

 

                        𝐼𝑡
2 ≤ 𝑀𝑧𝑡                                 𝑓𝑜𝑟 𝑡 = 1, … , 𝑇                                                  (13) 

            ∑ 𝑧𝑖

𝑣𝑝

𝑖=𝑟

≤ 𝑣𝑝 − 𝑟                𝑓𝑜𝑟 𝑎𝑙𝑙 𝑝 (𝑥𝑝 > 0), 𝑟 = 𝑚𝑖 𝑛 {𝑡; ∑ 𝑥𝑖

𝑝

𝑖=1

≤ ∑ 𝐷𝑖

𝑡

𝑖=1

}     (14) 

              zt ∈ {0, 1} 

 

𝑧𝑡는 2차 재고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만약 𝑡시점에 2차 재고가 존재한다면 𝑧𝑡 = 1이고 

그렇지 않다면 𝑧𝑡 = 0의 값을 가진다. 

(14)번 제약식이 후입선출에서 유통기한을 넘기는 아이템을 없게 하며 수요를 맞출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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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13), (14) 제약식을 (P2)에 추가해서 선입선출의 경우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면 후입선출의 주문 선호도를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 있다. 

 

Algorithm1. 

  

 0: 𝑃𝐶𝑖: Procurement cost of 𝑖 − 𝑡ℎ iteration  

1: 𝐷𝐶𝑖: Distribution cost of 𝑖 − 𝑡ℎ iteration,  

2: 𝑇𝐶𝑖: Total cost of 𝑖 − 𝑡ℎ iteration, TC∗:lowest total cost so far 

 3: 𝑖 = 0, 

 4: Start with initial solution u∗ ∈ 𝑈 

 5: 𝑇𝐶0 = 𝑙𝑎𝑟𝑔𝑒 𝑀 

 6: 𝑇𝐶∗ = 𝑇𝐶0 

 7: While 𝑇𝐶𝑖−1 ≠ 𝑇𝐶𝑖 Do 

 8:       𝑖 = 𝑖 + 1 

 9:       Find 𝑃𝐶𝑖 by solving (P1) with 𝑢∗ 

10:       Update x∗ ∈ 𝑋 

11:       Find 𝐷𝐶𝑖 by solving (P2) with x∗ 

12:       Update u∗ ∈ 𝑈 

13:       𝑇𝐶𝑖 = 𝑃𝐶𝑖 + 𝐷𝐶𝑖 

14:       if 𝑇𝐶𝑖 < 𝑇𝐶∗ then 𝑇𝐶∗ = 𝑇𝐶𝑖 

15:       go back to step 6 

16: end while 

17: Output: Procurement Plan 𝑥∗, Distribution Plan 𝑢∗, Total cost 𝑇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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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계획 및 실험 결과 

 

4.1. 실험 계획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는 Colman과 McKnew가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하였다[3]. 다룰 시간 범위 

𝑇는 15, 25, 35 세 가지로 설정하였고 아이템의 유통기한 𝐿 역시 5, 10, 15 세 가지로 설정했다. 

매 시점의 수요는 각각의 𝑇와 𝐿에 대해서 평균 150, 표준편차 30, 50, 70을 따르는 정규분포로써 

임의로 생성했다. 매 시점의 생산 및 수송의 Setup 비용 및 단위 비용은 아래의 범위에서 균등분

포로 임의로 생성했다. 

표 4.1. 데이터 설정 범위 

 
최대 

 
최소 

생산 Setup 비용($) 23000 
 

15000 

단위 생산 비용($) 50 
 

40 

수송 Setup 비용($) 5000 
 

3000 

단위 수송 비용($) 20 
 

10 

 

1차 재고 비용 및 2차 재고 비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경우에서 균등분포로 임의로 생성했다. 

표 4.2. 1차 및 2차 재고 비용 설정 

 
1 차 재고 비용($) 2 차 재고 비용($) 

Type 1 

2~3 

4~6 

Type 2 8~12 

Type 3 16~24 

 

1차 재고의 최대 용량은 수요의 평균의 6.67배로 했으며 2차 재고의 최대 용량은 1차 재고의 

최대 용량의 절반으로 설정했다. 모든 경우의 초기해는 𝑢𝑡 = 𝐷𝑡(𝑡 = 1, … , 𝑇)로 설정하였다. 상기 방

식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모든 실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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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제안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얼마나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도

출해 내는지 비교하고 해를 도출해 내는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JAVA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ILOG CPLEX 12.5를 사용하였다. 실험

은 Intel® Core™ i5-4690 CPU @ 3.50GHz, 8.00GB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특정 데이터가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험은 최대 한 시간 

동안 수행되며 만약 그 시간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해를 

도출하고 실험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걸린 시간의 표기 단위는 초(Sec) 이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발견하는 해는 𝐻𝑒𝑢𝑟𝑖𝑠𝑡𝑖𝑐

이라고 정의하였고 기존 모델의 최적해는 𝑂𝑝𝑡𝑖𝑚𝑎𝑙이라고 정의하였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해가 

최적해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Gap이라고 표기하였다. Gap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Gap =
100 ∗ (𝐻𝑒𝑢𝑟𝑖𝑠𝑡𝑖𝑐 − 𝑂𝑝𝑡𝑖𝑚𝑎𝑙)

𝑂𝑝𝑡𝑖𝑚𝑎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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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선입선출 선호도의 실험에 대한 결과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변동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요의 표준편차를 30, 

50, 70으로 변경하며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조건 별로 각 10번씩 시행하였으며 표3에 기록된 데

이터는 각 조건에서 실험결과를 통해 계산된 Gap의 평균값이다.   

 

표4.3 각 조건에서 표준편차의 변동에 따른 Gap의 평균 

    수요의 표준편차 

    30 50 70 

Type 1 

T=15, L=5 1.11  1.47  1.51  

T=15, L=10 3.23  3.07  3.27  

T=15, L=15 2.33  3.50  2.86  

T=25, L=5 1.77  2.17  1.74  

T=25, L=10 2.63  3.99  3.45  

T=25, L=15 3.02  4.02  3.39  

Type 2 

T=15, L=5 0.66  0.82  0.60  

T=15, L=10 2.19  2.22  2.90  

T=15, L=15 2.49  1.75  1.11  

T=25, L=5 0.88  1.10  1.27  

T=25, L=10 2.23  2.86  3.31  

T=25, L=15 2.74  2.90  3.37  

Type 3 

T=15, L=5 0.51  0.46  0.51  

T=15, L=10 2.21  2.59  2.04  

T=15, L=15 0.83  1.30  2.97  

T=25, L=5 0.57  0.28  0.75  

T=25, L=10 1.29  2.00  1.63  

T=25, L=15 1.78  2.72  2.29  

 

모든 경우에서 표준편차와 Gap의 값 사이의 특정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제안한 알고

리즘이 데이터의 변동성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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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부터 표 4.9에선 각 조건에서 최적해의 평균값과 그것을 발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값,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동일 문제를 풀어서 얻은 해의 평균과 알고리즘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 최적해와 휴리스틱 해의 Gap을 비교하였다. 앞서 표준편차는 결과값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으므로 표준편차의 변동은 무시하였다.  

표 안의 데이터는 각 조건에서 30번씩 실험된 결과값의 평균이다. 

표 4.4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 (T=15, L=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216845.76 0.33 
 

219839.61 0.41 1.37 

Type 2 233147.17 0.27 
 

234745.78 0.94 0.69 

Type 3 242572.44 0.27 
 

243769.57 0.04 0.49 

 

표 4.5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 (T=15, L=10)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214207.26 0.50 
 

221123.47 0.37 3.19 

Type 2 222592.77 0.38 
 

228083.52 0.77 2.44 

Type 3 239680.99 0.45 
 

245158.58 0.04 2.28 

 

표 4.6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 (T=15, L=1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206043.76 0.64 
 

212056.34 0.45 2.89 

Type 2 218036.98 0.60 
 

221992.88 0.48 1.78 

Type 3 234285.41 0.64 
 

238336.73 0.0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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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25, L=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361854.99 3.32 
 

368723.49 0.39 1.89 

Type 2 387611.26 2.50 
 

391848.91 0.15 1.08 

Type 3 404846.72 3.77 
 

407000.62 0.79 0.53 

 

표 4.8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25, L=10)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351972.44 6.32 
 

363906.01 0.19 3.36 

Type 2 362669.49 5.43 
 

372812.97 0.19 2.80 

Type 3 377366.94 20.83 
 

383554.67 0.15 1.64 

 

표 4.9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25, L=1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351791.60 13.87 
 

364028.74 0.34 3.48 

Type 2 367589.96 9.99 
 

378675.95 0.20 3.01 

Type 3 388688.59 128.86 
 

397483.89 0.76 2.26 

 

T=15인 경우에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더 좋지 못한 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풀이 시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T=25인 경우에는 해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Type 1이나 Type 3의 경우보다 Type 2의 경우가 해를 빨리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Type 1의 Gap이 가장 컸으며 Type 3의 Gap이 가장 

작았다. 또한 같은 시간 범위를 다루는 조건 하에서는 아이템의 유통기한이 길어질수록 문제를 

푸는 데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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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크기에 기존 수리 모형 및 알고리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35인 경우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T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는 상기 실험 조건과 동일하다. 

아래는 T=35일 때의 실험결과이다. 실험은 조건별로 5번씩 수행되었으며 데이터는 각 조건에서 

도출한 결과값의 평균이다. 

표 4.10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35, L=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515041.75  9.40  
 

521332.52  0.30  1.22  

Type 2 535924.14  62.23  
 

541321.75  1.01  1.02  

Type 3 562083.88  174.09    563282.16  0.39  0.21  

 

표 4.11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35, L=10)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491329.13  229.45  
 

511203.47  0.41  4.06  

Type 2 500044.73  527.90  
 

517741.59  0.58  3.54  

Type 3 553946.38(5)  3600.73    564363.95  0.44  1.88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표 4.12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35, L=1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477849.49  338.26  
 

492567.12  0.55  3.11  

Type 2 506704.42(2)  2633.18  
 

517346.21  0.77  2.09  

Type 3 538953.72(5)  3601.63    546206.92  0.35  1.34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L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수리 모형의 해를 얻는데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L=10이상 일 때

는 Type3의 모든 경우에서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 수리 모형에서 모든 

경우에 2차 단위 재고 비용이 1차 단위 재고 비용보다 비쌀수록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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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4.2.2. 후입선출 선호도의 실험에 대한 결과 

실험은 선입선출의 선호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4.13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데이터의 표준편차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기록된 

데이터는 각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통해 계산된 Gap의 평균값이다.  

표 4.13 각 조건에서 표준편차의 변동에 따른 Gap의 평균 

    수요의 표준편차 

    30 50 70 

Type 1 

T=15, L=5 1.60  2.38  2.45  

T=15, L=10 3.65  3.23  3.05  

T=15, L=15 2.65  3.66  2.75  

T=25, L=5 2.12  2.04  2.46  

T=25, L=10 4.95  4.17  3.87  

T=25, L=15 3.22  3.83  3.52  

Type 2 

T=15, L=5 1.08  1.18  1.48  

T=15, L=10 1.68  3.23  2.28  

T=15, L=15 0.83  1.35  3.93  

T=25, L=5 0.95  1.61  1.37  

T=25, L=10 2.51  2.84  2.61  

T=25, L=15 2.17  3.23  3.43  

Type 3 

T=15, L=5 0.29  0.39  0.65  

T=15, L=10 1.70  2.53  1.65  

T=15, L=15 1.47  1.83  0.96  

T=25, L=5 0.69  0.70  0.85  

T=25, L=10 2.39  1.31  1.65  

T=25, L=15 1.07  1.10  1.57  

 

 

선입 선출의 주문 선호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데이터의 변동성과 알고리즘 사이에는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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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 보이지 않는다.  

표 4.14부터 표 4.19까지는 기존 수리 모형의 최적해와 걸린 시간, 알고리즘의 해와 시간 그리

고 그 둘의 Gap을 비교하였다. 표준편차가 결과값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표준편차의 

변동은 무시하였다. 

표 안의 데이터는 각 조건에서 30번씩 실험된 결과값의 평균이다.  

표 4.14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15, L=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218011.36 1.63 
 

222673.12 0.48 2.14 

Type 2 233700.13 1.27 
 

236626.29 0.04 1.25 

Type 3 240502.37 1.32 
 

241569.42 1.79 0.44 

 

표 4.15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15, L=10)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210686.97 21.42 
 

217751.04 0.07 3.31 

Type 2 223314.47 21.10 
 

228830.11 0.67 2.40 

Type 3 233605.72 15.21 
 

238192.88 0.08 1.96 

 

표 4.16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15, L=1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209323.81 27.50 
 

215787.88 0.07 3.02 

Type 2 220835.09 20.84 
 

225365.81 0.09 2.04 

Type 3 237464.14 16.70 
 

240953.59 0.0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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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25, L=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364694.65 18.65 
 

372711.84 0.15 2.21 

Type 2 382313.20 11.11 
 

387321.51 0.16 1.31 

Type 3 409737.34 11.34 
 

412830.02 0.13 0.75 

 

표 4.18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25, L=10)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343149.47 430.52 
 

358109.84 0.28 4.33 

Type 2 368281.70 428.17 
 

378058.12 0.19 2.65 

Type 3 388500.03 (11) 1690.35 
 

395472.85 0.25 1.78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표 4.19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25, L=1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347505.61 (6) 2306.79 
 

359703.11 0.52 3.52 

Type 2 359321.10 1266.23 
 

369830.71 0.48 2.94 

Type 3 389350.23 (22) 3000.86 
 

394271.97 0.24 1.26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선입선출 조건과는 다르게 T=15의 시간 범위에서도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더 빨리 해를 찾아주

었으며 T=25인 경우에는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선입선출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 수

리 모형의 경우 아이템의 유통기한이 길어질수록 해를 발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증

가하였고 유통기한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자 3600초 동안 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한 

Type 1이 가장 큰 Gap을 보였으며 Type 3이 가장 작은 Gap을 보였다. 

문제의 크기에 기존 수리 모형 및 알고리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35인 경우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T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는 상기 실험 조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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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T=35일 때의 실험결과이다. 실험은 각 조건 별로 5번씩 시행되었으며 데이터는 각 실

험에서 도출한 결과값의 평균이다. 

표 4.20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35, L=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515823.31  2418.99  
 

530841.92  0.46  2.91  

Type 2 536817.36  588.03  
 

540302.40  0.45  0.65  

Type 3 563232.97(2)  2551.55    565722.37  0.72  0.43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표 4.21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35, L=10)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481050.06(5) 3601.91 
 

498785.06 0.73 3.66 

Type 2 513267.63(5) 3602.19 
 

523714.52 0.47 2.05 

Type 3 538905.84(5) 3601.60   542966.14 0.72 0.10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표 4.22 기존 모델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값 비교(T=35, L=15) 

  Cplex 
 

Heuristic 

  Cost($) Time(sec.) 
 

Cost($) Time(sec.) Gap(%) 

Type 1 482004.99 (5) 3602.67  
 

493114.99  0.69  2.30  

Type 2 505923.44 (5) 3601.97  
 

512455.17  0.91  1.29  

Type 3 552310.65 (5) 3601.21    557884.21  0.39  1.00  

()안은 3600초 동안 최적해를 구하지 못한 실험의 수    

기존 수리 모형에서 해를 구하는데 걸린 시간은 전체적으로 T=25 일 때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

였으며 L=5 일 때에는 모든 경우에 100초 이내에 풀던 전과는 달리 Type 3에서는 3600초 이내에 

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L=35일 때에는 모든 경우에 해를 구하는데 3600

초가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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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종합 

기존 수리 모형의 경우 작은 사이즈의 문제의 경우 그것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나 문제

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해를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은 후입선출 조건에

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같은 크기의 문제에서도 아이템의 유통기한이 길어진다면 

해를 도출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는 문제의 크기가 커지거나 유통기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루는 변수와 제약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경우 선입선출 조건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문제에서는 휴리스틱 해가 

최적해보다 좋지 않으며 시간적인 면에서도 앞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충분히 커진다면 최적해와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해의 차이

를 감안하면 큰 문제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의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입선

출 조건에서 더욱 명백하다. 

시간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알고리즘의 대부분의 성질이 선입선출 조건과 후입선출 조건에서 

동일하다. 데이터의 변동성은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존 수리 모형에서는 유통

기한의 길이가 해를 도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반면 휴리스틱 알고리

즘에서는 유통기한의 길이의 변동이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1차 단

위 재고 비용에 비해 2차 단위 재고 비용의 값이 높을수록 알고리즘이 좋은 해를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생산 계획에서도 1차 재고 비용은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제

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생산 계획에서 1차 재고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재

고의 비용이 늘어난다면 1차 재고 비용이 최종 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재고 비용이 1차 재고 비용보다 높을수록 Gap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에 Type 

1이나 Type 3보다 Type 2의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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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여기서 제안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기존 수리 모형에 비해서 최종해에 다소 손실은 있으나 시

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의 크기의 증가량 혹은 아이템의 유통기한의 길

이의 증가량에 비해 알고리즘의 수행속도는 상당히 작게 상승하므로 크기가 큰 문제에서 더욱 유

리하다. 또한 2차 단위 재고 비용이 1차 단위 재고 비용에 비해서 비싸며 그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최종해를 제공한다 

제안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제한된 상황에서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여기서의 모형에서는 단일 공급자를 가정했지만 공급자가 여럿일 경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급자가 둘 이상이라면 유통기한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통기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제공

하는 해의 품질이 알고리즘의 초기해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필요할 것이다. 

 

 

 

 

 

 

 

 

 

 

 

 

 



25 

참 고 문 헌 

 

[1] Bakker, M., Riezebos, J., & Teunter, R. H. (2012). Review of inventory systems with deterioration 

since 2001.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21(2), 275-284. 

[2] Bitran, G. R., & Yanasse, H. H. (1982).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capacitated lot size 

problem. Management Science, 28(10), 1174-1186. 

 

[3] Coleman, B. J., & McKnew, M. A. (1991). An improved heuristic for multilevel lot sizing in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Decision Sciences, 22(1), 136-156. 

[4] Dellaert, N., Jeunet, J., & Jonard, N. (2000). A genetic algorithm to solve the general multi-level lot-

sizing problem with time-varying cos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68(3), 241-257. 

[5] Derman, C., & Klein, M. (1958). Inventory depletion management. Management Science, 4(4), 

450-456. 

[6] Eilon, S. (1961). FIFO and LIFO policies in inventory management. Management Science, 7(3), 

304-315. 

[7] Goyal, S. K., & Giri, B. C. (2001). Recent trends in modeling of deteriorating inventor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34(1), 1-16. 

[8] Ö nal, Mehmet. (2009). Extensions to the Economic Lot Sizing Proble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9] Ö nal, Mehmet. "The two-level economic lot sizing problem with perishable items." Operations 

Research Letters 44.3 (2016): 403-408. 

[10] Urban, T. L. (2005). Inventory models with inventory-level-dependent demand: A comprehensive 

review and unifying theor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62(3), 792-804. 

[11] Wagner, H. M., & Whitin, T. M. (1958). Dynamic version of the economic lot size 

model. Management Science, 5(1), 8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