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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비행기나 선박에 비해 내륙 지방까지 운송 가능

 차량 운송에 비해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음

 고객이 운송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거리와 양에

따라 운임을 책정

 화물 운송 계획에 따라 운송

철도 화물 운송의 특징

 수요의 요구량의 증가

 운송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음

 수요의 변동의 졲재함

 운송과정이 복잡하고 제약사항이 많음

효율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

효율적인 화차 운용 계획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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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철도에 의한 화물 운송

화차(Freight car)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차량

열차(Train/Locomotive)

화차들을 견인하여 이동하는 차량

화차 운용 계획 열차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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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화차 운용 계획이란,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인 열차의 운행 계획이 주어 졌을

때 화물 운송 과정에서 화차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결정을 하는 것.

일상의 예)

어머니가 나에게 할머니 댁에 버스를 타고 물건을 가져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어느 역에서 몇 번 버스를 타지?

오래 걸리지만 한번에 가는 걸 탈까?

빨리 가지만 갈아 타는 걸 탈까?

시내버스를 탈까? 좌석버스를 탈까?

언제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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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역 B

역 A
총 6개의 작업으로 구분

적재 (Loading)

연결 (Attaching)

이동 (Moving)

분리 (Detaching)

대기 (Parking)

하화 (Unloading)
적재

(Loading)

연결
(Attaching)

이동
(Moving)

분리
(Detaching)

대기
(Parking)

하화
(Unloading)

화물

비어있는 차,
:공차(Empty car)

화물이 적재된 차,
:영차 (Loaded car)

화물

화차의 화물 운송 과정

화차를 이동시키는 차,
:열차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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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수요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6개의 세부 작업을 결정

• 작업발생위치 / 시각 / 이동 시 열차 정보

• 작업을 수행하는 양 / 종류 / 기타 필요한 정보

화차 운용 계획이란?

 열차 운행 계획

 수요 정보

필요한 사항

 일일 별로 7일갂의 계획 수립

 주갂 계획을 바탕으로 일일 변동사항을 반영함

 미래를 고려하여 수립하기 때문에 수요 변동에 따라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음

어떻게 수립하는 가?

 고객의 수요를 최소 비용(이동거리)으로 최대한 많이 운송할

수 있는 계획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

1. Introduction 



2010 IE&MS 춘계공동학술대회 원대한

2. 문제의 정의

• 네트워크에서 출발과 도착을 연결하는 경로가 화차의 세부 작업을 결정하게 구현

• 마디(Node)를 작업이 발생하는 위치로 분류 : 역 / 열차

• 호(Arc)에 흐르는 flow: 작업을 수행하는 화차 대수

네트워크로 문제를 표현

역A 열차T
종류 : 연결 arc

flow = 10 역 A에서 열차 T로 화차

10대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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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작업이 발생하는 시각을 알아야 하므로 Time Space Network(TSN) 으로 구성

 TSN에 출발(Source)와 도착(Sink) 사이에 흐르는 flow가 화차의 모든작업을 결정

 Flow를 찾기 위해 네트워크를 integer multi-commodity flow problem으로 수리

모델 화 시킴

수리 모델에서 현실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적의 계획 수립을 수행하는

flow를 찾아 냄

Flow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

2. 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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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정의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 : 총 16개의 차종으로 분류

 일반 운송을 담당할 수도 있고 지정 품목만 수송할 수 있음 (예 : 일반 유개차, 유조차)

 차종 별로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음 (무게는 영차 / 공차 구분, 길이는 다 같음)

 차종의 집합을 라고 정의함

화차(Cars)

K

 화차를 정차해 두고 적재 / 하화 / 연결 / 분리 작업을 수행하는 공갂

 작업 장비를 보유하는 곳과 선로만 보유하는 곳도 있음

 역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로의 개수가 작업능력을 결정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최대 포용량이 졲재

 역의 집합을 라고 정의함

역(Station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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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를 운송하기 위하여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차

 고유번호와 최종 출발역과 도착역을 가지고 있음

 열차는 출발과 도착 사이에 경유하는(기준 시갂 이상 머무르는 경우) 역을 가지고 있음

 출발과 도착 사이에 졲재하는 경유역들 갂의 출발/도착 이 구갂이 됨

 열차는 견인할 수 있는 중량과 길이의 제약이 졲재

 열차의 집합을 , 구갂의 집합을 이라고 정의함

열차(Trains)

2. 문제의 정의

T L

A

B

C

열차 T

10:00

10:30

11:00

열차 T의 구갂 1

10:00에 A를 출발

10:30에 B에 도착

열차T의 구갂 2

10:30에 B를 출발

11:00에 C에 도착

열차 T 

10:00에 A를 출발

11:00에 C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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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운송을 요청한 품목과 양

 품목에 따라 화차종이 결정되며, 화차 량 수로 환산됨

 요구한 것을 다 운송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에는 운송 가능한 배당량이 졲재

 모든 수요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다고 가정(우선순위 없음)

 수요의 집합을 라고 가정

수요(Demands)

2. 문제의 정의

D

 모든 작업이 발생하는 시갂 정보

 똑같은 작업도 시갂이 다르면 다른 작업으로 구분

 시갂의 단위는 분(minute)

 시갂의 집합을 라고 정의함

시갂(Tim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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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별로 작업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이 있음

 작업을 처리 할 수 있는 선로의 개수와 비례함

 역 별로 작업이 가능한, 시갂대, 선로 수, 시갂당 작업량이 졲재

작업 능력 제약

 역 마다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시갂대에 따라 졲재

 역 마다 정차 시킬 수 있는 공갂의 제약

역 별 용량 제약

 구갂을 이동하면서 열차가 열차마다 견인할 수 있는 중량의 제약

 구갂을 이동하면서 열차가 견인 할 수 있는 길이의 제약

열차 수송량 제약

2. 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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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역 정보, 열차 운행 계획, 노선 정보…) 

 제약 사항 정보(역의 작업 능력, 열차 특성,화차 특성,….)

 수요 정보

입력 정보

 역 별 화차 배정 계획

 화차 조성 계획

 공차 수급 계획

출력 정보

2. 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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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요구한 수요를 적시에 운송 시켜준 양을 나타냄

 1이면 모든 수요를 다 운송함을 의미

수요 만족율

 공차가 화물을 적재한 후 다시 하화 하여 공차가 되기 까지 걸린 시갂

 회귀일이 짧다면 화물 운송에 걸린 시갂이 짧다는 것을 의미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있음을 의미

회귀일

 이동거리가 길면, 수요를 운송하는데 경로가 비효율적임을 의미

 운송 비용이 초과 발생할 수 있음

이동거리

2. 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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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수요 네트워크 생성

수요 경로 생성

공차 네트워크 생성

영 공차 모형 풀기

결과 출력

종료

사전 정보 입력

<문제 해결 순서>

3.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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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x)을 시갂, 세로축을 공갂(y)로 하는 평면좌표에 (시갂,공갂)을 순서쌍으로 갖는 네트워크

시,공갂 네트워크 란?

1

2

3

4

2

2

1 1

1

일반적인 네트워크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갂

1 2 3 n

마
디

시,공갂 네트워크

3. 문제 해결 방법



2010 IE&MS 춘계공동학술대회 원대한

3. 문제 해결 방법

역

열차

역B

역A

이동

공차
차종:k

영차
수요:d
차종:k

t1 t2 t3 t4 t5 t6

네트워크의
크기가
매우 큼

네트워크를 분리

공차 네트워크

영차 네트워크

<기호>

연결/분리

정차

적재/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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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
차종:k

영차
수요:d
차종:k

t1 t2 t3 t4 t5 t6

공차
네트워크

영차
네트워크

3.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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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들이 수요 운송을 하는 모든 과정을 나타낸 경로 네트워크

 각 마디(node)와 호(arc)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시각과 수행하는 작업을 알 수 있다.

영차 네트워크

 공차들이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각 마디(node)와 호(arc)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시각과 수행하는 작업을 알 수 있다.

 공차가 필요한 시점은 수요운송 시작되는 시점, 공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수요운송이 끝나는

시점

 공차는 어느 한 수요가 끝나거나 계획 시작에 공차로 졲재하는 곳에서 부터 다른 수요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계획 종료 시점으로 흐르게 된다.

 영차의 경로를 알게 되면, 공차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공차 네트워크

3.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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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

역2

역3

역4

수요 D

출발마디 도착마디

이동 호(Train Arc) 생성

연결 호(Attaching Arc) 생성

분리 호(Detaching Arc) 생성

적재 호(Loading Arc) 생성

하화 호(Unloading Arc) 생성

정차 호(Parking Arc) 생성

수요 출발 / 도착 지정

3. 문제 해결 방법

출발마디

도착마디



2010 IE&MS 춘계공동학술대회 원대한

역1

역2

역3

역4

수요 D

출발마디 도착마디

07:00 07:30 08:00 09:00 09:40 11:40 12:00 12:30

영차 네트워크 상에서 수요D의 경로

P)}path on set  arc(Pa |a ofty min{capaci  PPath  ofCapacty  a

(07:00 : 적재 시작)→(07:30 : 연결시작) →(08:00 : 열차이동) →(09:00 : 역3도착) →

(09:40 : 역3출발) →(11:40 : 역4 도착 & 분리시작) →(12:00 : 하화 시작) →

(12:30 : 운송종료)

경로 정보 해석

3.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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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 경로 생성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N

수요 1을 운송하는 경로 생성 용량 삭감

수요 2를 운송하는 경로 생성 용량 삭감

수요 3을 운송하는 경로 생성 용량 삭감

수요 N을 운송하는 경로 생성 용량 삭감

Dijkstra algorithm사용

aPa          q,- acapacity   acapacity 

quantityreduction q





3.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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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차종 별로 생성(차종에 따라 이동), 총 |K|개

 기본적인 모형은 영차 네트워크와 동일, 하지만 적재 /하화 호(arc)가 불필요

 공차흐름의 출발 = 수요 완료 시점 / 계획시작 시 역에 졲재하는 경우

 공차 흐름의 도착 = 수요 시작 시점 / 계획 종료 시 그 시점에 졲재하는 역

 수요 경로의 완료 시점과 수요 시작 시점을 공차 흐름의 출발과 도착 마디로 설정

공차 네트워크

역1

역2

역3

역4

출발마디1
도착마디2도착마디1

출발마디2 임의의 수요가 끝난 시점에 잉여 공차 발생임의의 수요 시작 시점에 공차가 필요

3.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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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별 모든 공차 네트워크를 종합하여 수요 경로를 따라 흐르는 흐름(flow)와 공차

네트워크상의 흐름(flow)을 구하는 Integer multi commodity network Problem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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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운송량을 최대로 하고 공차 이동거리를 최소화

열차 중량 제약

열차 길이 제약

역 별 용량 제약

Balance Equation

• 수리 모델 생성(Integer multi commodity network problem)

3. 문제 해결 방법

경로 용량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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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환경

 구현 언어 : Microsoft C# 

 Package : Cplex 11.0 

 실험 사양 :AMD Athlon 64 X2 Dual(2.5GHz), 2GB RAM

 실제 사용 Data를 기반하여, 총 7일갂의 수요 계획 및 열차 운행 계획

 계획 기갂 시작 시점에 역 별 / 화차 별 상태 정보

 실제 열차 / 화차 별 제약사항 정보

• 입력 자료

4.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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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동거리(km) 5418369

평균 회귀일 2.09

수요 만족율 0.98

수행시갂(min) 42

차종

이동거리비율

회귀일
영/공차
거리비율

영차 공차

6112 1.13 1.02 3.3 0.31

6113 1.08 1.01 3.4 0.24

6211 1.08 1.07 2.7 0.18

6221 1.13 1.09 2.4 0.53

6301 1.08 1.62 4.2 0.62

6431 1 1 6.8 0.00

6511 1.03 1.05 1.7 0.11

6611 1.05 1 3 0.00

6711 1.11 1 2.4 0.72

6921 1 1 0.6 0.66

4.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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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졲의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요 요구량의 대부분을 운송함

 매일 계획을 수립 하기에 계획 수립의 소요 시갂이 적절한 유효시갂임을 알 수 있음

 이동거리 비율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차량이 최단 거리로 이동함을 알 수 있음

 주어진 제약사항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요 요구량를 최대한 만족하는 계획을 수립함을 알 수 있음

 기졲에 비해 동일한 수요를 더 적은 열차를 이용하여 수요운송을 하기 때문에,

열차의 여유분이 졲재하게 되고, 따라서 수요 요구량이 증가 했을 때도,(ex. 성수기 시) 추가 분의

수요 운송이 가능함

 전체 차량의 75%이상이 컨테이너(차종번호:6511) 차량이므로 회귀일과 이동거리비율을 보았을 때,

회귀일이 빠르고, 이동거리 비율이 작으므로, 가능한 최단거리로 불필요한 공차의 이동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 운송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연구 요약

5. 결론



2010 IE&MS 춘계공동학술대회 원대한

• 추후 연구 과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약 적용

사유화차: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열차

고성편성: 고정적으로 사전에 편성한 열차

 다른 발견적 방법(heuristic mythology)을 적용하여 계획 수립

 문제크기가 큰 정수 계획법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