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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공장은 엔진/트랜스미션공장, 프레스공장, 차체

공장, 도장공장(Paint shop), 의장공장(Trim shop) 등으로 구성

된다. 도장 공장은 고유의 방청 기능 외에도 내마모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자동차 외관의 시각적인 효과를 만족

시키는 등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공
정을 필요로 한다. 도장 공정은 크게, 전처리(Electro-
Deposition)와 하도(Under Coating), 중도(Primer Coating), 상도

(Top Coating)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최종 공정인 상도 공
정에서는 광택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도료를 사용하여 차
체의 최종 색상과 외관 품질을 결정한다. 이 때, 도장할 차
량의 색상이 직전 차량과 다르면 도장기 내의 잔류 도료를 
신나를 이용하여 세정한 후 도색해야 하므로 동일한 색상

의 차종이 연속해서 상도 부스로 투입되지 않으면 자동기

의 잔류도료를 세척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도
장 공정 이전 공장으로부터는 도장 색상에 관계 없이 임의

의 순서로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장에 앞서 같은 
색상의 차량들을 그룹화하여 도장공장에 투입하는 게 필요

하다. 이 Color Batching 을 통해 별도의 설비를 구비하지 않
고도 세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많으므로, 
Color Batching Buffer(CBB)를 갖추고 효율적인 Color 
Batching Algorithm 을 개발하는 것은 자동차 생산원가 절감

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Color Batching 을 위한 차량 순서계획에 

대하여 고찰하고, Branch & Bound 기법에 근거한 Color 
Batching Algorithm 을 제안하고 그 효율성을 보이고자 한다. 

 
2. Color Batching Problem(CBP)  

자동차의 도장 공정에서는 동일한 색상의 차량을 연속

적으로 선택하여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Batch 생산 방식을 택한다. 차량이 
도장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Color Batch 의 크기를 최대화 
하기 위한 CBB 는 Fig.1 에서와 같이 CBB 는 입고 및 출고 
스테이션과 여러 개의 레인으로 구성된다. CBB 출구에서 
동일한 색상의 차량을 최대한 많이 출고하여 Batch Size 를 
크게 하여 도장 공정으로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색상이 
결정되어 있는 차량이 CBB 에 도착할 때 도착 차량을 투
입할 레인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색상의 변경은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장 및 건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인 Solid Color 는 
도료 1 회 도장 후 바로 건조로에 투입하지만, Metallic 이나 
Mica Color 의 경우는 색상별 베이스 도료 도장 후 광택과 
투명감을 높이기 위한 투명 도장을 한 후 건조시킨다. 전
자를 1C1B(One Coat One Baking), 후자를 2C1B(Two Coat One 
Baking) 방식이라 하며, White Pearl Color 의 경우에는 베이스, 
마이카 단독 및 투명의 3 회 도장 후 건조로에 투입되는 
3C1B(Three Coat One Baking) 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세 
단계로 진행되는 상도 공정은, 도장/건조 방식의 변경 조합

에 따라 세정 횟수가 달라 진다 (Table 1). 즉, 1C1B 에서 
2C1B 방식으로 변경되면 3 단계에서만 1 회 세척하면 되지

만, 2C1B 에서 1C1B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3 단계 모두

에서 3 회의 세척이 요구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lor Batching Buffer(CBB) 

 
Table 1  Number of cleaning depending on the painting method 

change 
구분 단계 1 단계 2 단계 3 

1C1B->1C1B 미세정 미세정 세정 

1C1B->2C1B 미세정 미세정 세정 

2C1B->1C1B 세정 세정 세정 

2C1B->2C1B 세정 세정 미세정 

 
Color Batching Problem 에서의 목표는 Color Batch 의 평균 

크기를 최대로 하는 것으로, 색상 변경의 평균 횟수를 최
소화하는 것과 같다. 색상 변경에 따른 세정 비용을 고려

하면, CBP 는 총 세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기술할 수 
있다.  

 
 
 
 
where  i & j : car 

ij: car j after car i 
c: cost per color change 
x, y, z: 1, 2, 3 차 세정 비용 
b: binary variable 

투입되는 차량의 색상이 바뀌면 bij=1,  
동일하면 bij=0 

 
3. 관련 연구   

CBP 의 전통적인 해법은 단순한 규칙을 이용한 휴리스

틱(Simple Priority Rule)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입고 규칙은, 
버퍼에 도착하는 차량과 동일한 색상의 차량을 맨 마지막

에 가지고 있는 레인이 있으면 그 레인으로 진입 차량을 
입고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는 레인 중 한 곳에 입
고시키며,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고되어 
있는 차량이 가장 적은 레인에 입고시키는 것이다. 출고 
규칙은, 마지막으로 출고된 차량과 같은 색상의 차량을 출
고시키고, 동일 색상의 차량이 모든 레인 출구에 없으면 

브랜치앤드바운드 기법을 이용한 차량 도장 공장의 순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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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 기다린 차량을 출고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휴
리스틱은 Color Batch 의 크기가 1.5 이하가 될 정도로 불만

족스런 성능을 보인다.[1] 
Spieckermann et.al.[2]은 CBB 에서 가장 최근에 추출된 

차량의 색상, CBB 에 투입될 차량의 색상, CBB 내에 있는 
차량들의 색상을 고려하여 Branch and Bound 방법을 사용한 
순서계획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색상의 종류와 분포, 레인

의 수용 능력, 레인의 갯수, WIP 의 비율, 차량이 Look-
ahead Area 의 크기, CBB 의 최대 점유율 등을 파라메터로 
하여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Simple Heuristic Rule 에 비
해 현저히 개선된 Color Batching 성능을 보인다 

Moon et.al.[3]은 Color Rescheduling Storage 의 경제성 검
토를 위하여, 색상 변경과 세정 횟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고 입고 및 출고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도장공장의 Color Batching 에 관한 연
구가 다수 있으나, 차량 색상의 순서계획만을 고려하거나 
도료 변경에 따른 세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

분으로, Color Batch 최대화와 아울러 그에 수반되는 세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4. Branch and Bound 알고리듬  

Branch and Bound 비법에 의한 기본적인 Color Batching 
Algorithm 은 Zbound 를 CBB 내의 색상의 수로 정하고 분기

하는 방법이다. 특정 색상의 차량을 추출하였을 때 CBB
내의 색상의 종류를 계산하고 그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Sequencing 을 수행한다.  
① 최근 추출된 같은 색상의 차량이 각 레인의 말단에 존

재하면 그것을 추출한다. 
② 같은 색상의 차량이 없다면 Zbound를 계산한다. Zbound는 

CBB 내의 색상의 수이다. 
③ Zbound 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분기를 하여 다음 추출 색

상을 정한다. Zbound 가 줄어들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이 
여러 개 존재하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Branch 로 
택하여 계속 계산한다.  

Table 2  Color change loss 

Table2 와 같이 도료방식에 따라서 색상을 교체할 때 소요

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Color Batch 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
는 Branch and Bound 방법에 Color Change Cost(CCC)를 고려

하여 상도 공정에서의 그룹별 색상 변경시 세정 비용을 최
소로 하는 알고리듬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최근에 추출한 색상과 같은 색상의 차량이 가장 

최근의 레인 또는 다른 레인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존재한다면 같은 색상의 차량을 추출한다. 
② 같은 색상의 색상이 없다면 Branch and Bound 방법을 사

용하여 Zbound 가 작아지는 값을 선택하여 다음 추출할 
색상을 결정한다. 

③ ②에서 다수의 Branch 가 생기면 LC(가장 마지막에 추
출한 차량의 색상)과 NC(다음으로 추출이 가능한 후보 
색상)의 순서 조합으로부터 표 1 을 참고하여 세정비용

이 가장 작은 NC 를 찾는다. 
④ 세정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순서가 여러 개일 경우 새로

운 NC 까지 함께 계산하여 최소 비용을 찾아내어 최종 
Color Sequence 를 결정한다. 

 
5. 결과 및 분석  

CCC (Color Change Cost)를 적용한 Branch and Bound 방법

과 Branch and Bound 방법, Simple Heuristic 을 각각 차량의 
수와 레인의 개수를 독립적으로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차량 재고는 각각 5, 10, 15, 20 개를 유지하면서 입고와 출
고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레인의 개수는 4, 5, 6 개로 변화

시키면서 결과를 관찰하였다. 연간 생산량 360,000 을 토대

로 하루 20 시간씩 총 4230 시간 작업하고 1 분당 생산량은 
91 대, 가동률은 0.93 이라고 가정하여 하루 생산량을 대략 
1692 대로 산출하였다. Color Batching 의 성능 평가 척도로는 
연속해서 몇 대의 동일 색상 차량이 출고되는지의 평균값

을 나타내는 Color Change Grouping Ratio 를 사용한다.  
 
 
 
 
 
 
 
 
 
 
 
 
 

Fig. 2  Comparison of color change cost 
 
단순 Branch and Bound 방법과 CCC 를 고려한 B&B 은 

Simple Heuristic 보다 항상 좋은 Color Change Grouping Ratio
를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 Branch and Bound 방법과 이용한 
결과와 CCC 를 고려한 B&B 의 성능 차이는 구별이 의미 
없을 정도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Fig.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 를 고려한 Branch and Bound 알
고리듬을 사용할 경우 단순 B&B 방법보다 세정비용을 
10% 정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ranching 과
정에서 도료 종류에 따른 세정 횟수와 세정 비용을 고려하

여 Color Sequencing 을 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도색 차량의 색

상 변경 횟수를 최소화하고 Batch 크기를 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색상 변경에 따른 세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량 순
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CCC 를 고려한 Bound & Branch 
방법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방법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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