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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container storage problem determining storage position of inbound containers in a 
container yard at a rail freight terminal. The objective of the problem is to minimize the total number of rehandles 
when storing/retrieving containers onto/from stacks in the yard. Rehandle implies the temporary removal from and 
placement back onto the stack to retrieval a target contain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formulate the 
problem as a binary integer program.

1. 서론

  최근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개선 시책에 따라 철도수송력 증대 및 철도물류거점화 등이 추진되고 있
다. 또한 철도화물의 수송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화물수송의 고속화, 이단적재 화물열차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운송 물동량은 연평균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2].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철도화물터미널의 처리능력을 증대시키기 위
한 인프라의 확충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철도화물터미널의 운영 효율화와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발생하는 재처리 작업의 감소를 위
해 컨테이너 장치장 운용 계획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컨테이너 장치장은 화물열차와 외부 트럭에 의해 
반입된 컨테이너가 반출시기까지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이다. 재처리는 반출 컨테이너의 상단에 컨테이
너가 장치되어 있을 경우 반출 컨테이너의 상단에 위치한 컨테이너를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비
생산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재처리 수의 증가는 적하역 장비의 작업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야드 트
럭의 작업 대기로 인해 터미널 내부의 혼잡도와 화물열차의 입환 계획의 차질 등을 초래한다. 철도화물
터미널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처리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또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립되고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 운용 계획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최적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로는 컨테이너 장치장 운용 계획 문제, 선박의 컨테이너 적재 계획 등 스택의 기본원리에서 
발생되는 다수의 산업응용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 계획 문제에 대해 살펴보
면 Kim (1997)은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의 반출 작업 시 예상되는 재처리 수를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and Park (2000)은 재처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입 컨테이너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
제를 다루었다. 컨테이너의 무게 정보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장치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법으로는 동적 계
획법(Dynamic programming)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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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flow of containers in a rail freight terminal  

선박의 적재 계획에 대한 연구로 Avriel et al. (1993, 1998)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 시 재처리 수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수계획모형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Imai et al. (1998)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선박의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하여 재처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법으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 운용 계획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론
으로써 정수계획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컨테이너 장치장 
운용 계획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재처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수계획모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문제 설명

철도화물터미널에서 컨테이너가 터미널 내부로 반입되어 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Figure 1.은 철도화물터미널에서 반입 및 반출 컨테이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컨테이너 장치장에 컨
테이너를 장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의해 발생된다. 첫 번째는 컨테이너가 외부 트럭에 의해 
장치장에 반입되어 다른 외부 트럭이나 화물열차로 반출되기 전까지 장치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화
물열차에서 하역된 컨테이너가 야드 트럭에 의해 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장치되는 경우이다.

Figure 2.는 장치장 운영에 의해 재처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예를 보여준다. 스택 
1과 스택 2에 장치 중인 컨테이너가 각각 2개씩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 컨테이너 A가 <Case 1>
과 같이 컨테이너 B의 상단에 장치되면 컨테이너 B가 반출될 때 재처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Case 2>와 
같이 컨테이너 A를 컨테이너 C의 상단에 장치하면 재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Current Situation      Case 1     Case 2

Figure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reh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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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 effect of rehandling container on productivity of container terminal

재처리 작업은 적하역 장비의 작업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반입과 반출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ure 3.은 컨테이너 재처리로 인해 터미널 내부에서 발생되는 연쇄 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재처리 수의 최소화는 단순히 컨테이너 장치장의 생산성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세
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립되고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 운용 계획을 자동화하기 위해 최적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최적화 모형

본 장에서는 재처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을 제안하기로 한다. 모형의 설명에 앞서 가정
사항과 기호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3.1. 가정사항
(1) 단일 컨테이너만을 고려한다.
(2) 컨테이너의 반입 및 반출시점은 알려져 있고 확정적이다.
(3) 특정 스택에 장치되면 반입시점부터 반출시점까지 위치의 변동은 없다.
(4) 동일한 시점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는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반입된다.

3.2. 기호
(1) 인덱스 및 집합
 컨테이너, ∈ 
 스택, ∈ 
 계획기간, ∈ 
 기간 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집합
 기간 에 장치 중인 컨테이너 집합

(2) 파라미터
 컨테이너 의 반입시점
 컨테이너 의 반출시점
 = 1 컨테이너 와 가 재처리를 발생시키면, 0 그렇지 않으면

(     을 만족하면 재처리가 발생함. 단,    )  
 스택의 수용력(스택의 높이)

(3) 결정변수
 = 1 컨테이너 가 스택 에 장치되면, 0 그렇지 않으면
 = 1 컨테이너 가 스택 에 기간 에 장치되면, 0 그렇지 않으면
 = 1 컨테이너 와 가 동일한 스택에 장치되면, 0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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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수계획모형
Min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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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목적함수 (1)은 컨테이너의 반입 및 반출 작업 시 발생되는 재처리 수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제약식 
(2)와 (3)은 반입 컨테이너는 반드시 하나의 스택에 장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식 (3)은 반
입 컨테이너가 특정 스택에 장치될 경우 반입시점부터 반출시점까지 반드시 장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제약식 (4)는 기간 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와 기간 에 장치 중인 컨테이너의 합은 스택의 수용
력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식 (5)는 컨테이너 와 가 동일한 스택에 장치되었는지 확
인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식 (6)-(8)은 결정변수의 정수제약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터미널의 생산성 향상과 장치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컨테이너의 재처리 수
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발생되는 재처리 
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컨테이너 장치장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 및 실시간 터미널 운영 시스템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첫째, 현실 데이터를 이용한 계산 실험을 통해 모형의 유
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현실 크기와 대규모 크기의 문제에서도 빠른 계산 시간 내에 좋은 
해를 도출할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재처리가 이루어진 컨테이너가 기존
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도 장치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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