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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에너지 절약을 위한 철도차량의 효율적 열차주행 패턴 

Efficient Driving Pattern of the Railway Vehicles for Driving Energy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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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yun Kim․Han-Chul Shin․Yung-Ho Choi․Soo-Hee Han․Lark-Kyo Kim)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driving pattern which consumes less energy for driving from one station 
to next. Three driving patterns for four sections in the No. 5 subway line of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 are 

compared for the energy consumption, the maximum speed, and the powering time. It turns out that the powering time and 

the maximum speed should be decreased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t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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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녹색

성장을 한 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SOC 이용 활성

화에 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탄소 녹색

성장을 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며, 각 철도

련 연구기 에서는 에 지 약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철도기술의 발  이후 재 도시철도 5, 6, 7, 8 호

선에서는 고객의 요구와 경 효율화를 해 1994년 창립이후 

국내 처음으로 열차의 안 한 운행 제어를 한 자동/무인 운

이 가능한 자동 열차 운행 장치(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를 도입해 서울메트로의 2인 승무를 신하여 1인 

승무 자동운 을 원칙으로 보다 안정 인 정시 운행을 하고 

있다[1]. 일반 으로 재 ATO 자동운 은 열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PID제어기가 용되어 제어기  값(목표속

도)과 피드백 값(실제속도)간의 오차에 의한 비례계수, 미분계

수, 분계수를 보상하여 열차에 필요한 역행(Powering)/ 제

동(Braking) 명령 값을 계산한다[2]. PID 제어기를 이용한 도

시철도 차량의 자동/무인운 에서는 목표속도를 추종하기 

해 동차량의 역행과 제동을 반복함으로 에 지 효율이 낮아 

주행 소비에 지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열차의 운행 시 

소비되는 에 지를 이기 하여  PID제어, 최 제어, 퍼지

제어, 유 자 알고리즘 제어 등 다양한 제어기법을 열차제어

에 용하여 에 지를 이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8].

도시철도가 운 되기 해서는 역사, 궤도, 기, 통신 등의 

기반설비  궤도 를 달리는 차량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운

에 필요한 기에 지는 동차가 운행하는데 사용하는 

차용과 일반시설물  차량기지 리에 사용되는 고배(고압배

)용으로 분류된다. 서울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연간 사용

력량의 약 65% 정도는 차용이고, 나머지 35%정도는 고배용

으로  사용되고 있다[9]. 역사의 조명, 에스컬 이터, 공조  

냉난방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고배용 력은 이용승객의 서비

스향상을 해 력 감에 한계가 있으며, 기설비 증가(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등), 온난화 향으로 냉방 력 사용량의 증

가 등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문제 이 있으므로 력량 

소비의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운행 인 열차의 사용 력량

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도시철도 시스템 운 에 있어 에 지 약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동운행 제어에 사용되는 PID 제

어기에 의해 고정된 역간 거리를 정해진 운  시분내에 주행

에 지를 최소화하며 주행하는 열차의 특성을 직  운 하고 

분석하여 도시철도 차량의 주행에 지를 약할 수 있는 최  

열차주행 패턴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도시철도 차량의 주행 특성

2.1 열차의 주행패턴

동차는 선로의 여러 가지 조건, 차량의 특성, 운 시격

의 단축을 해 운행제어, 승차감 향상, 그리고 역간 주행에

지 소비의 감소 등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운 하게 된다. 

선로의 조건이라 하면 역간의 거리, 구배, 곡선, 열차의 정지

치, 그리고 정차시간을 등을 말하며 차량의 조건은 열차의 

주행 항, 견인력, 제동력, 그리고 차량자체의 성능을 말한

다. 운 조건은 완 주행모드, 타행주행모드 그리고 선로의 

제한속도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운 조건은 기 차뿐만 아

니라 동차를 포함한 모든 철도차량의 주행에 용될 수 

있다.

일반열차와 달리 도시철도 동차는 역간거리가 짧고 정차

역이 많아 역행과 제동을 빈번히 반복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일반열차의 경우 일단 한번 가속하게 되면 최고속도

로 계속 주행하여 역간의 평균속도가 단히 높게 되는데 

동차의 경우 역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최 한 빨리 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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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빨리 감속해야만 역간 평균속도를 높이게 된다. 이러

한 조건을 만족해 주행에 지를 최소화 하는 최 주행의 열차

운행패턴은 역행모드를 짧은 시간에 용하면 주행에 지는 

게 소비되지만 운행속도가 낮아져 정해진 운 시분을 만족

할 수 없게 되고 제동모드를 빨리 용하면 정해진 거리를 만

족 할 수 없으므로 고정된 역간거리와 정해진 운 시분을 만

족하는 타행모드의 시작 과 제동모드의 시작 을 찾는 것이 

최 주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지하철 동차는 무엇보다 뛰어난 가․감속 성능을 가져야

만 많은 승객을 최 한 빨리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재 도시

철도의 주력 차종인 VVVF인버터제어 동차는 1량당 최  

승객하  20톤일 때 0 km/h에서 40km/h 까지 가속도 3.0

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상용 만제동 시 감속도 3.5 

, 비상 제동 시 4.5 의 제동 성능을 보유하고 있

다. 

도시철도 역간에서 동차는 그림 1에서처럼 역행

(powering)운 모드-타행(coasting)운 모드-제동(braking)운

모드의 단순한 운행 패턴을 용하고 있고, 역간거리가 길 

경우 상․하 구배에 따라 역행-타행-역행(제동)-타행-제동의 

패턴으로도 운행되고 있다.

그림 1 열차의 주행 모드

Fig. 1 Driving mode of the train 

그림 2는 가장 단순한 패턴인 역행-타행-제동을 1회씩 

용하여 운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감속도를 달리

하여 운행하는 경우이다.

이 게 가․감속도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주행패턴이 존재

하기 해서는 운 시분에 여유시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운

시분이 박할 경우 다양한 주행패턴을 갖기는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동일한 운 시분에 주행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분

의 구간에서 열차의 최고 속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림 2의⌜
1⌟과 같은 패턴은 실 으로 존재하기 어렵고⌜2⌟ 패턴과 
⌜3⌟패턴 사이에서 결정되게 된다. 
기본 으로 역행시간이 길어지면 최고속도가 높아지게 되

고, 속도가 높아지면 역행시 에 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한 역행시간이 길어지면 열차의 최고속도가 높아져 제동을 

용하는 시간도 동시에 길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주행시

간 내에서 타행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고속도가 높

아져 제동 시 많은 에 지를 회생한다고 해도 회생 시 에 지

가 역행 시에 소비한 에 지를 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높으면 주행에 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그림 2 단순 역행-타행-제동 운  모드[10]

Fig.  2 Typical driving mode of Powering-Coasting-Braking

결국 동일한 시간에 주행을 한다면 역행과 제동이 짧고 타

행시간이 길어야만 속도를 낮추게 되고 이것이 곧 주행에 지

를 감하는 략이 된다.

그림 3의 1은 이상 인 주행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

감속도의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하면 운행시의 속도를 최고로 

많이 낮출 수 있게 되나 이것은 실로는 불가능하며, 주행패

턴 4는 실  가능한 최 의 가․감속력으로 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으로 역행 시에는 기 사들이 가속도를 최 로 

하여 운 하기 때문에 역행시의 가속도는 부분 동일하게 되

며, 제동시에는 기 사의 경험에 의해 서로 다른 감속도를 가

지게 된다. 그러나 제동 감속도는 최 로 하는 것보다는 회생

제동력이 최 가 되는 5단 는 6단 제동을 사용하는 것이 효

율 이기 때문에 주행패턴 3과 같이 운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주행패턴 2와 같이 제동 시 감속도를 더 낮추게 되면 동일

한 시간 내에 주행하더라도 최고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므로 

결국 주행에 지가 많게 된다. 최고속도를 낮추기 해 가․

감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타행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

미하며 타행시간 에서 로 갈수록 최고속도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운 시분에 여유시분이 없게 되면 최  가속도로 하여 

최고속도까지 운행속도를 높여 운 하게 되며, 기 사 개인에 

따른 제동 감속도만이 달라진다. VVVF인버터제어 동차는 

역행 시에 최 의 가속도로 역행하고, 제동 시에 회생제동 최

의 제동력으로 제동을 체결하여 열차의 최고속도를 낮추면 

열차의 주행 시 소비되는 에 지를 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실제의 역행-타행-제동 운  모드[10]

Fig. 3 Actual driving mode of Powering-Coasting-Br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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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역간거리가 길고 상구배가 존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행-타행-역행-타행-제동의 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역행 시와 제동 시에 기울기가 같은 것은 동

일한 가․감속도로 운행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  역행 

시 최고속도를 더 높여 가속한 경우의 A'패턴과 낮은 속도에

서 타행을 시작한 A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한 재 역행의 시

을 B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어 그림 3과는 달리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4 역행-타행-역행-타행-제동의 운행패턴[10]

Fig.  4 Driving Pattern of Powering-Coasting-Powering-Coasting 

-Braking

한 시발역 출발 시에는 열차의 안 을 하여 45km/h이

하에서 제동감도 시험을 하게 되고, 반 방향 선로로 건넘선

을 지나갈 경우 철기의 속도제한으로 제동을 체결하거나, 

열차의 뒷부분이 철기를 모두 빠져 나올 때까지 속으로 

운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론이 아닌 실제 주행의 경우 

운행시간도 달라지고, 선행열차와의 간격 등에 의한 차내 신

호 시상태에 따라 역행과 제동이 반복되는 등 운행패턴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됨에 따라 동일한 구간 내에서 운행하

더라도 주행에 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2.2 열차의 최 주행

열차를 운 하는데 있어 최 주행이라 하면 에 지 감, 정

시확보, 승차감 향상  안 성 향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

두 만족하며 운 하는 주행이라 할 수 있다. 승차감은 선로의 

불규칙성, 출발  제동 등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으나 

동열차는 열차를 차상컴퓨터 시스템의 자동운 에 의해 제어

하기 때문에 기 사의 수동운 에 의한 향은 크지 않을 것

으로 단된다. 안 성은 분기부 등에서의 규정 속도 과, 정

지 치 실당 등 기 사가 열차를 운행하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정시확보는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수송력 향

상과 차량 운 효율 향상 등 운 측면에서도 단히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면 운 시

분은 단축되나 주행에 지는 반 으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된

다. 즉, 주행에 지를 감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운 시분

을 늘려야 하나, 운 시분을 늘리면 수송효율이 하되고, 차

량 운 효율 한 감소되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열차의 최 주행을 결정하기 해서는 수송효율이

나 차량 운 효율 등이 고려된 최  운 시분이 결정되어져야 

하나 본 논문은 측정된 평균 운 시분을 고려하여 효율 인 

주행패턴을 연구하 다.

3. 실험  고찰

3.1 측정방법

운 패턴에 따른 력소비량을 분석하기 하여 5호선 실

노선 4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서의 실제로 동차에 탑

승하여 미리 비해둔 수동운  주행패턴 로 실시하 다. 

모든 구간은 계획 운 시분 내에서 운 한 것으로 구간 선

정은 직선구간/곡선구간/구배구간/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으며 승객의 하 을 같게 하기 해 미리 정해 놓은 구간 

내 승객이 없는 비혼잡 시간 /같은 시각  3회에 걸쳐 열차 

주행 패턴을 다르게 하여 운 을 시행했다. 역간 소요시간

은 기 사의 수동운 에 의해 측정되어 실질 으로는 오차

범 가 존재한다. 운  패턴에 따른 력량을 비교하기 

해 A, B, C 세 가지 패턴을 제시해서 시행했으며 열차 내에 

TCMS (Train Control Monitoring System) 컴퓨터 열차종

합제어장치 내 로깅데이터의 가선 압과 류값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다. 표 1∼4에 나타난 역행(Powering)시

간은 기 출발시 에서 타행시 까지의 시간을 표 한 것

이다. 표 1∼4에 나타난 표정속도는 정차역이 다수인 경우 

출발 에서 도착역까지의 정차시간을 포함하여 주행거리를 

시간으로 나  값을 의미하고 표정속도에서 정차시간은 모

든 역 30 를 기 으로 계산하 으며 각 그림에서는 주행시

간별 운행패턴을 나타내기 해서 표정속도는 그래 로 표

하지 않았다.

3.2 도심구간 열차운행 유형분석

3.2.1 송정 - 마곡 구간

이 구간은 직선 구간으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속도로 운행 시 17.8 Kwh를 시하 고, 역

행 (Powering)시간이 길수록 주행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소

비 력량이 증가되었고 C패턴 시 운 시분에 맞추기 해서 

제동 시 격한 감속도로 승차감이 떨어졌다. 

표  1 송정-마곡 구간 열차주행속도에 따른 소요시간

Table 1 Running time due to the driving speed for 

SongJeong-Magok 

구 분 A B C

구 간 역간거리 1.1[km]-소요시간 100

주행최고속도 71 68 64

역행시간(s) 28 25 21

표정속도[Km/h] 33.5 33 31

 소비 력량[Kwh] 22.1 17.8 15.3
  

    

그림 5 송정-마곡 주행패턴 

Fig. 5 Driving pattern for SongJeong-Ma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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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을지로4가 - 동 문역사문화공원 구간

이 구간은 도심구간  승객이 많고 곡선이 심한 구간으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속도로 운행시 

14.6 Kwh 측정되었고 역행(Powering)시간이 길수록 주행 최

고 속도가 높을수록 소비 력량이 증가되었다. 곡선구간은 곡

선 항 때문에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의 직선거리에 비해 소

비 력량이 더 증가 될 것이다.

표  2 을지로4가 - 동 문역사문화공원 구간 열차주행속

도에 따른 소요시간

Table 2 Running time due to the driving speed  for 

Euljiro4ga-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구 분 A B C

구 간 역간거리 0.9[km]-소요시간 100

주행최고속도 50 45 40

역행시간(s) 22 20 18

표정속도[km/h] 33.5 33 31

소비 력량[kwh] 17.3 14.6 13.3

그림 6 을지로4가 - 동 문역사문화공원 주행패턴 

Fig. 6 Driving Pattern for Euljiro4ga-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3.2.3 우장산 - 발산 구간

이 구간은 상구배가 있는 구간으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속도로 운행 시 21.9 Kwh 측정되었고 

이 구간 역시 역행(Powering)시간이 길수록 주행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소비 력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열차

가 역을 출발하면서 하구배로 어든다면 주행에 지도 감

하고 운 시분도 상당히 어들 것으로 측된다. 한 역 진

입 시에는 선로의 구배를 상구배로가 되도록 건설하면 제동 

시 감속도가 높아져 제동시간이 짧아지므로 역행시의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소비 력량 감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우장산 - 발산 구간 열차주행속도에 따른 소요시간

Table 3 Running time due to the driving speed for 

Ujangsan-Balsan 

구 분 A B C

구 간 역간거리 1.8[km]-소요시간 200

주행최고속도 71 65 55

역행시간(s) 62 50 43

표정속도[km/h] 34 33 31

소비 력량[kwh] 27.4 21.9 17.1
  

그림 7 우장산 - 발산 주행패턴 

Fig. 7 Driving pattern for Ujangsan-Balsan 

3.2.4 신 호 - 행당 구간

이 구간은 구간별 제한속도에 의해 역행(Powering)을 2번 

해야 하는 구간으로 기 은 선형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속도로 운행시 18.7 Kwh 측정되었다. 이 구간 역시 역행

(Powering)시간이 길수록 주행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소비

력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표  4 신 호 - 행당 구간 열차주행속도에 따른 소요시간

Table 4 Running time due to the driving speed for 

Sinkeumho-Haengdang 

구 분 A B C

구 간 역간거리 1.6[km]-소요시간 200

주행최고속도 60 65 40

역행시간(s) 58 54 43

표정속도[km/h] 33.5 33 32

소비 력량[kwh] 23.1 18.7 15.7

그림 8 신 호 - 행당 주행패턴

Fig. 8 Driving pattern for Sinkeumho-Haengdang

3.3  결과 고찰

5호선 실제 노선을 상으로 4구간을 선정하고 열차의 주

행패턴을 다르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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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열차주행 패턴별 소비 력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of the train 

driving patterns

구분＼주행   

     패턴

A

[kwh]

B

[kwh]

C

[kwh]

B 패턴과의 
비교

A 
패턴

C 
패턴

송정 -마곡 22.1 17.8 15.3
20% 
증가

16% 
감소

을지로4가 -
동 문역사

17.3 14.6 13.3
15% 
증가

6% 
감소

우장산-발산 27.4 21.9 17.1
21% 
증가

28% 
감소

신 호-행당 23.1 18.7 15.7
20% 
증가

19% 
감소

송정-마곡 구간은 역간거리 1.1 Km - 소요시간 100 의 

직선 구간으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

속도로 운행 시 소비 력은 17.8 Kwh로 측정 으며 역행시간

이 길수록 주행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소비 력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B패턴을 기 으로 비교했을 때 A패턴은 소비

력이 22.1 Kwh로 20% 증가했고 C패턴은 15.3 Kwh로 16%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을지로4가-동 문역사문화공원역은 역간거리 0.9Km - 소

요시간 100  구간으로 도심 구간  승객이 많고 곡선구간으

로 제한 최고 속도가 50 Km/h 이하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속도로 운행 시 14.6 Kwh로 측정 으며 

B패턴을 기 으로 비교했을 때 A패턴은 소비 력이 17.3 

Kwh로 15% 증가했고 C패턴은 13.3 Kwh로 6% 감소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우장산-발산역은 역간거리 1.8 Km - 소요시간 200  상

구배가 있는 구간으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

은 표정속도로 운행 시 소비 력은 21.9 Kwh로 측정 으며 B

패턴을 기 으로 비교했을 때 A패턴은 소비 력이 27.4 Kwh

로 21% 증가했고 C패턴은 17.1 Kwh로 28%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차가 역을 출발 후 하구배일 경우는 역행시

의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주행에 지가 감될 것이고 역 진입

시 선로가 상구배가 되도록 건설하면 제동시 감속도가 높아 

제동시간이 짧아지므로 소비 력량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신 호-행당은 역간거리 1.6 Km - 소요시간 200  구간

별 제한속도에 의해 역행을 2번 해야 하는 구간으로 기 은 

선형 조건에 합한 B와 같은 표정속도로 운행 시 소비 력

은 18.7 Kwh 측정 으며 B패턴을 기 으로 비교했을 때 A패

턴은 소비 력이 23.1 Kwh로 20% 증가했고 C패턴은 15.7 

Kwh으로 19%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구간 역시 역

행시간이 길수록 소비 에 지가 증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4에서는 A패턴과 B패턴의 주행최고속도와 역행시간이 

상 인 값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구간은 선로가 하구배 

조건으로 회생 력에 의해 주행에 지와 주행최고속도는 구배

에 의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호선 동차의 구간별 정 운 시분 이내

에서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로조건(직선, 구배, 곡선 등)

이 다른 구간을 선정하여 구간별 효율  주행 패턴 4개를 제

안했다. 

B패턴과 비교했을 경우 A패턴은 평균 소비에 지 증가량

이 19% 고 C패턴 감소량은 17% 다. 승차감 향상  주행

에 지를 감 할 수 있는 최 의 주행패턴은 B패턴이다. C패

턴은 주행에 지를 약할 수 있지만 감속도가 커서 승차감이 

하되었고 에 지 효율측면에서 B패턴 보다 바람직하지만 

표정속도가 낮아 열차 운행 고객서비스 측면이 하되고 소요 

차량 편성수에 향을 미쳐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출발 후 역행 (Powering)시간이 길수록 주행에 지 소비가 

증가되었고 운행  타행시 을 선정하는 것에 의해 주행에

지가 감소된다. 출발 후 선로의 구배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열차의 속도가 높아지면 제동시작시의 속도가 높아

져 많은 에 지를 회생할 수 있으나 제동시 운동에 지가 

기에 지로 변환되어 차선으로 환원되는 효율은 역행시

에 기에 지가 운동에 지로 변환된 효율보다 낮기 때문

에 결국 열차의 속도를 높이면 주행에 지는 증가하게 된

다.

향후 과제로는 열차의 선로조건 (구배, 곡선 등), 차량 조건 

(열차 항, 견인력, 회생제동 등)을 용한 최 화 제어기법 

시뮬 이션을 통해 좀 더 정확한 비교 분석 필요하다. 

 표정속도가 낮은 주행패턴은 에 지 효율측면에서 보다는 

최 화 기법 근으로 해석하고 기 사의 기량 즉 인 요인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 기 사로 하여  여러 차

례의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최 의 운행패턴을 참고하고 최

화 제어 기법을 용하여 향후 개발될 신조 동차의 자동 운

/무인운  알고리즘에 용한다면 열차의 안 과 주행에

지를 감하는 효율 인 열차 주행패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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