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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bility to dynamically reschedule jobs is core of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Reinforcement
learning, a machine learning approach undergoing development in various control systems, offers advantages in
dynamic environments. This paper presents a feasibility study on the reinforcement learning for a dynamic
schedul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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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를 들면, 지연 최소화 (delay
minimization)를 위해 EDD Rule(Earliest Due
Date first)을 사용하고, 생산시간 최소화 (flow time
minimization)를 위해, 최소생산시간(SPT: Shortest
Processing Time first)을 사용한다[3]. 그런데, 이러
한 할당기준들이 특화된 전략에만 맞게 설계되어 여러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기에 너무 단순하다.
만약 생산환경 내의 과거의 작업 이력에서 작업 일정
이 운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여,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운영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
산환경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기계학습 분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한다. 그 중 가장 기대되는 기
법으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다.
강화학습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Sutton[4], Kaelbling
[2], 또는 Bertsekas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적일정계획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단일 기계 작업순서 결정 문제를 위한 강화
학습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 강화학습 기법
을 소개하고, 3장에서 단일기계일정계획을 위한 모형을
소개한다. 전산 테스트 결과를 4장에서 소개하며, 마지
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9)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맞게 작업자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작업 일정을 재수립하는 능력은
smart manufacturing 이라 부르는 차세대 생산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또한 생산환경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더 중요한 것은 납기 지연, 대기시간,
가동률 등 다양한 성능척도에 대한 최적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납기 일정차질을 최소화
하는 전략, 또는 전체 생산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 대
기 중인 생산 중 반제품 재공(Work in Process)을 최
소화하는 전략들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
력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존 생산 운영시스템들은 동적인 환경에서 주로 기
계적으로 단순한 할당기준(dispatching rule)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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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영프로그램
(agent)이 실행환경(environment)과 정보를 주고받
으며 학습하도록 한다. 운영프로그램은 실행환경상의
다양한 상황(state)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양한 행동
(action)을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행동을 식별한다. 선택된 행동에 따른 결과는 실
행환경에 반영되고, 행동이 목표 향상에 공헌하는 정도
가 계량화된다.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기
법인 Q-learning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Q-learning
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2.1 상태파악

운영프로그램은 실행환경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해
석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상태에 맞는 행동을 선택
한다. 그리고 선택된 행동이 실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시점  에 운영프로그램은 실행환경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 정보를 얻어 현재
상태  를 파악한다. 이론적으로, 상태정보는 반드시
Markov 성질을 지녀야 한다. 즉, 실행환경의 다음 시
점(   )의 상태는 운영프로그램이 선택하는 행동 
와 함께 현재의 상태  에만 영향을 받아야 하며, 과거
의 상태나 행동에는 영향 받지 않는다. 실행환경이
Markov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Q-learning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Markov 성질을 갖도록 상태
 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2.2 행동학습

현재 상태  가 파악되면, 운영프로그램은 취할 수 있
는 대안 중에서 하나의 행동  를 선택한다. 이 때, 선택
기준은 현재 상태에서 선택한 행동이 장차 시스템의 성
능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수치
    에 기반을 둔다. 운영프로그램은 처음에 이 수치에
대한 정보가 없이 시작하지만 학습의 과정에서 각 상태
에서 다양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을 갱신한다.
2.3 실행환경에의 영향

현재 상태  에서 운영프로그램이 행동  를 선택하
면, 그 결과로 실행환경은 새로운 상태 ′ 로 전이하며
그 과정에서 성능척도에 미치는 영향(  ; Reward,
소득 또는 부담)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지는 영
향을 누적하여    을 갱신한다. 일련의 행동을 선택하
는, 운영프로그램의 운영전략(policy)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소득의 총합을 최대화하거나 부
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시스템의
경우 얻어지는 영향의 총합이 무한하게 증가 또는 감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 시점 총
    을 갱신할 때 과거 시점의 영향에 할인율을 반영하
여, 최근 시점의 영향의 중요도를 높이고 먼 과거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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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4 실행환경에의 영향

직전 시점    의 상태  에서 행동 를 선택하여
실행환경의 상태가 ′ 로 전이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
  를 얻는 경우, 다음 시점의 Q-value는 다음과 같은
재귀적인 학습 규칙에 따라 갱신한다.
        


    ⋅      ⋅  ′  ′
′      

여기서,   ∊   는 학습율,  ∊  는 할
인율,  ′  ′ ′ 는 다음 시점의 상태 ′ 에서 선
택할 수 있는 최적의 행동에 따른 Q-value,  는
상태  에서 행동  를 선택했을 때의 Q-value 이다.
Tsitsiklis[5]는 Q-value가 수렴하기 위해서 학습
률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



 ∞








 ∞.

일반적으로 학습율을    로 한다.
3. 일정계획 모형
3.1 대상 시스템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일정계획문제인 단일기계일정
계획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Figure 1은 단일기계
일정계획문제의 예시이다. 공작기계는 한 시점에 하나
의 작업을 제품별로 정해진 시간동안 가공한다. 기계가
가공하는 동안 도착하는 작업들은 제품별로 구분된 대
기열에 나뉘어 대기한다. 신규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지
수분포를 따르는 임의의 시간간격마다 하나씩 납기가
지정되어 도착한다. 또한 신규 작업은 각 제품별로 균등
하게 배분된다고 가정한다.

Figure 1. Illustration of one machine job scheduling

평균 납기 지연의 최소화, 대기열의 길이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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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균 생산시간의 최소화를 생산시스템 운영 목
표로 한다.
운영프로그램은 공작기계가 하나의 작업을 완료한 시
점에 다음 작업을 지정한다. 직전 작업과 다음 작업이
동일한 제품이 아닐 경우, 작업 설정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 때 설정 변경 시간이 소요된다.
설정 변경 시간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EDD
(Earliest Due Date first) rule은 최대지연을 최소
화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설정 변경 시간이 고려된 경
우, SST (Shortest Setup Time first) rule이 주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Pinedo[3]을 참조하라.
3.2 Q-learning

실행환경이 운영프로그램에게 제공하는 상태 정보에
는 공작기계가 직전에 가공한 제품, 각 제품별 대기열의
길이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의 각 작업들의 납기까지의
잔여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
여 상태를 정의할 경우, 정의되는 실행상태는 무한하다.
이에, 다음 정보만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상태를 정의한
다.
a) 직전 가공 제품,
b) 각 제품별 대기 작업의 존재 여부,
c) 각 제품별 대기 중인 납기지연 작업의 존재 여부.

위 정보만을 이용하여 상태를 정의할 경우, 제품의
개수가  일 때 전체 상태의 개수는  ×  이 된다. 각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행동들은 대기 작업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한정된다. 운영프로그램이 상태  에서 행동 
를 선택한 후, 납기 지연이 존재하는 제품 개수의 감소
량을   (소득, Reward)로 정의한다.
확률적으로 변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때
Q-learning 과정에서 Q-value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이 각각의 상태들을 충분히 많이 방문하여
야 한다. 각 상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양한 행동들을
선택해서 학습하지 않고 현재의 Q-value에만 의존해서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에 전체 최적 전략을 찾는 것
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reedy policy가 사용된다.  -greedy policy란 학습
의 과정에서 행동을 선택할 때    확률로 가장 큰
Q-value(   )를 갖는 action을 선택하고  의 확률
로 실행 가능한 임의의 행동을 선택하여 현재 Q-value
가 낮은 행동들도 충분히 실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4.1 실험 상세

할당 기법과 강화학습 기법에 의한 일정계획을 비교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으로 모의 실행환경을 구현하
였다. 공작기계가 하나의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에 실행
환경은 운영프로그램에 정보를 전달한다. 운영프로그램

은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작업을 선정하여 실행
환경이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할당 기법으로는 SST (Shortest Setup Time
first) rule을 사용하였다.
Q-learning에서는 초기 Q-value를 다음의 2가지
기준으로 생성하였다.
a) zero 기준: 모든     에 대해서 0 값을 할당
b) negative setup time 기준: 모든    에 대해
서   ′ 를 할당.
여기서 ′ 는 직전 생산 제품이고  ′  는 제품
′ 생산 후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설정변경 시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Q-learning은 zero 기준으로 초기
Q-value를 생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시간의 단축
을 위해 negative setup time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4.2 결과 분석

각 학습(episode)은 시스템 내에 작업이 없는 상태
에서 시작하여 10,000시간 작동하며 주요 성능치의 평
균값을 기록하였다. Q-learning은  이 0.1인 
-greedy policy를 사용하였으며, 총 1,000개의 문제
(episode)에 대해 학습하였고, 학습 과정에서 매 10번
의 문제(episode)마다 동일한 테스트 문제(episode)
를 풀어 Q-value의 수렴성을 확인하였다. 이 작업은 2
가지 기준의 초기 Q-value에 대해 동일하게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결과 분석: 수렴

Figure 2에서 “Cold Start”항목은 zero 기준으로
초기 Q-value를 생성한 경우의 결과이고 “Warm
Start” 항목은 negative setup time 기준으로 초기
Q-value를 생성한 경우의 결과이다. “SST”는 SST
rule을 적용한 결과이다.
zero 기준으로 초기 Q-value를 생성한 경우, 꾸준
하게 평균 지연시간이 감소하지만 1,000번의 학습 동
안 SST rule에 따른 할당보다 나은 해를 얻지 못하였
다. 그러나 negative setup time 기준으로 초기
Q-value를 생성한 경우, 처음부터 SST rule에 따른
할당보다 나은 해를 제공하고 대략 200번째 학습 이후
에는 안정적으로 SST rule에 따른 할당대비 절반 이하
J. of Adv. Eng. and Tech., Vol. 10, No.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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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을 보여주고 있다.
Negative setup time 기준으로 초기 Q-value를
생성하고 이후 1,000번의 학습을 진행한 이후 SST
rule에 따른 할당과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10개의
문제에 대해 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 Figure 3은 두
방법으로 얻은 해의 평균 지연시간을 비교한 결과이고,
Figure 4는 평균 대기열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두
가지 기준 모두 SST rule에 의한 할당은 안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Q-learning 방법
은 10개 문제 모두에 대해서 일정한 성능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균지연시간, 평균 대기열 두 가지 기준에
서 SST rule에 의한 할당보다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3. 결과 분석: 평균지연시간

Figure 4. 결과 분석: 평균 대기열의 길이

5. 결론

강화학습은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다양한 환경에서
그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성공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동적일정계획 문제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동적일정계획문제에 대해 Q-learning 모형을 개발, 구
현하여 기존의 할당 기법과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해 보았
다. 가장 간단한 생산환경인 단일기계일정계획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상태, 행동, 소득 등 Q-learning
모형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
공학기술논문지 제10권 4호 (2017)

결과 기존에 널리 사용하던 할당 기법을 능가하는 성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적일정계획문제
에 대한 강화학습기법의 사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환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복잡한 제
조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강화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
이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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