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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계획을 고려한 철도 선로 용량 배분 최적화 모형 및 해법

An Efficient Model and Algorithm to Allocate Rail Track Capacity 

Considering Line Plans

박범환·정광우*

 Bum Hwan Park·Kwang Woo Chung

1. 서 론

최근 다수의 철도 운송 사업자를 고려한 효과적인 선로 용

량 배분 체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선로 용량 배

분 체계란 제한된 선로 용량을 다수의 운송 사업자에게 배

분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선로 용량을 각 운송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기술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시설 관

리자, 운송사업자, 국가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선로 배분 원칙, 우선 순위, 선로 배분 절차 등 정책

적 관련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선로 용

량 배분 체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효율적인 선로용량 배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용량

할당에 필요한 기술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열차간 우선순위,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 등 국가 혹은 시설 관리자

가 고려하는 정책적 요소들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정책적 요소와 함께 전체 배분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단계

별로 명확한 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시설관

리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서(Network Statements)에 이

와 관련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2]. 이러한 배

분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로 배분 체계를 경매에 기초

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연구들

([3,4,5,6]) 또한 활발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및 배분 체계 요소들이 결정되었

다는 전제하에, Fig. 1에서 표시된 임시적 할당(provisional

allocation)에 관한 연구로, 다수의 운송 사업자(Railway

Undertaking: RU)가 제안한 열차 스케줄에 대해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면서 경합과 같은 운영상 제약을 만족하는 최적의

스케줄을 생성하는 모형 및 해법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러

한 모형 및 해법은 그림에서 서술한 정책적 요소나 배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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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복수의 철도 운송 사업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선로 용량 할당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선로 용량 배분 체계란 제한된 선로 용량을 복수의 철도 운송 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열차를 배분하는 일

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말하는데, 본 논문은 철도 운송 사업자가 제안한 열차들의 출발시간, 정차 시간 등을 조

정하여 시설 관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정된 스케줄을 생성해내는 최적화 모형 및 해법을 다

룬다. 이 모형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열차간의 경합 조건만을 제약식으로 설정하여, 특정 노선에 투입되는 열

차들이 경합 조건 때문에 기존에 계획된 노선별 열차 운행 횟수를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본 연구에

서는 노선별 열차 운행 횟수를 고려함과 동시에 열차간 경합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최적화 모형 및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해법을 이용하여, 수서발 고속열차와 기존 고속열차 운행 전 구간에 대한 최적의 선로 용

량 할당 계획을 제시한다.

주요어 : 노선계획, 선로 용량 할당, 정수 계획, 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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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소들이 결정이 된 후에야 정확한 모형화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모든 연구들은, 열차간 최소 시격(minimum

headway)과 같은 운영 제약에 따른 경합 방지 제약식을 만

족하고, 동시에 열차 경로별 이득의 합을 최대화하는 목적

함수를 공통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열

차 스케줄 작성(timetabling)을 위한 최적화 모형에 공통적

으로 포함되는 요소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라할 수 있는 Brannlund et al.

(1998)[7]의 연구는 특정 시간대에 하나의 폐색에는 많아야

하나의 열차만 있어야 한다는 제약식 만으로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형은 모든 시간대 및 폐색에

대해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매우 제한된 네트워크에만 적용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후 발표된 대부분의 기존 연

구[8,9,10,11,12]는 열차의 움직임을 시공간상에 표현하기 위

한 시공간 네트워크(time-space network)에 기초한 다품종 흐

름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공간 네트워크를 활용

할 경우, 열차 경로에 대한 다양한 목적함수의 설정 및 경

합방지 제약식의 설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

들은 시공간 네트워크 상의 아크에 대해 개별 변수를 설정

한 모델([8,9])과 열생성을 고려하여 경로변수(path variable)

를 설정한 모델([10,11,12])로 대별된다. 아크 변수에 기초한

모형들은 주로 라그랑지안 완화법을 주요 해법으로 활용하

였고, 이에 반해 경로 변수를 채택한 모형들은 열생성(column

generation)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위에 서술한 모형을 선로용량 배분에 활용하기 위

해서는, 시설 관리자 혹은 철도 운영자의 최소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약식이 필요하다. 위 모형들

은 모두 열차 경합으로 인해 추가 투입이 어려울 경우, 목

적함수계수가 가장 높은 열차만 남기고, 이 열차와 경합을

일으키는 모든 열차 경로는 삭제된다. 이는 결국 특정 노선

혹은 특정 운송 사업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열차 운행 횟

수를 보장해주지 못함으로써, 선로 용량 배분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범환 등(2012)[12]

은 운송 사업자간 열차 투입 횟수간의 비(ratio)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화 모형 및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

구 또한 각 노선별로 계획된 열차 운행 횟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수요예측으로부터 산출된 역간 수

요를 만족하도록 계획된 노선별 열차운행횟수를 만족하면서

최대의 이득을 산출할 수 있는 선로 용량 배분 방법론이 필

요하다. 특히 이러한 노선별 열차 운행횟수를 만족시키기 위

해 제약식을 추가할 경우, [12]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과

달리 완화된 선형계획 모형의 가능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12]에서 제시한 열생성 기반 알고리듬을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선계획을 반영한

선로용량 배분 최적화 모형 및 이를 빠른 시간 안에 풀기

위한 열생성 및 변수 고정에 기초한 알고리듬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12]의 6개 역으로 구

성된 네트워크가 아닌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모든 역을 대상

으로 하는 실제적인 네트워크상에 총 671개의 후보 열차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 및 해법을 적용한 결

과를 제시한다.

2. 최적화 모형 및 해법

2.1 문제 정의 및 시공간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역간 od수요를 만족하는 노선

계획 결과를 반영하여, 노선별 운행횟수를 만족시키면서, 제

한된 선로 용량을 노선별, 운송 사업자별로 배분하여 최적

의 열차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는 최적화 모형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선로용량 배분은 각 운송 사업자가 제안한 스

케줄을 기초로 시작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고려하는 최

적화 모형은 각 운송 사업자가 제안한 스케줄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시설관리자의 목적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조정

스케줄을 작성한다. 이러한 조정 스케줄 작성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열차간 경합 조건과 노선별 열차 운행 횟수이다. 

문제: 선로용량 배분 모형

입력. 운송사업자의 제안 스케줄, 열차간 경합 조건, 노선

별 열차 운행 횟수, 시간 조정 허용치

출력. 노선별 열차 운행 횟수를 만족하고, 시간 조정 허용

치 내에서 경합이 없는 조정된 최적의 열차 스케줄

위 선로용량 배분 모형은 기존 열차 스케줄 작성 관련 연

구들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공간 네트워크(time-space network)

[8,9,10,11,12,13]를 이용하면, 문제의 의미가 명확해 진다. 시

공간 네트워크에서는 열차의 움직임을 가상의 출발 노드와

가상의 도착 노드 간의 아크의 연결, 즉 경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운송사업자가 k1열차를 신청할 경우, k1열

차는 Fig. 2에서 처럼 가상의 출발 노드 Sk1에서 출발하여 가

상 노드 tk1에 도착하는 굵은 점선 경로(requested train-path)

로 표현된다.

다수의 운송 사업자가 제안한 열차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차간의 경합

Fig. 1 Factors to consider in the rail capacity allocation sys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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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열차들의 출발 시간 혹은 정차 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Fig. 2에 표현된

굵은 점선 경로는 굵은 실선으로 표현된 수정된 경로(adjusted

train-path)로 변경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출발 시간

및 정차 시간의 변경을 표현하기 위해 별도의 아크가 추가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제약

을 고려한다. 먼저 열차간 최소시격(minimum headway)이다.

일반적으로 두 열차간 최소 시격은 두 열차의 열차종, 정차

패턴과 같은 운행 패턴(running mode)에 따라 달라진다. 이

와 관련하여 [14]의 연구는 고속열차에 한해, 해당 역에서

의 정차 여부에 따라 4개의 열차간 시격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이는 해당역에서의 정차 유무만을 고려했지만, 보다 정

확한 열차간 최소 시격의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역 뿐만 아

니라 다음 역에서의 정차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15]. 그러

나 이러한 운행 패턴에 따른 열차간의 최소 시격 설정은 최

적화 모형의 계산 복잡도를 매우 높이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행 패턴에 관계없이 열차간 시격은 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대신에 출발 운전 시격과 도착 운전 시격

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무정차로 인해 운전시분이 작은 열

차는 그렇지 않은 열차와의 도착 시격의 고려를 통해, 출발

시격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3에서 t1은 y역에서 정차하고, t2는 y역을 통과할 경우,

x역과 y역에서의 t1, t2간의 열차 간격은 그림에서의 간격보

다 더 좁아질 수도 있지만, 도착역에서의 최소 시격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모형에서 주어진 열차간 운전 시격보다 큰 값

을 갖는다.

본 연구는 수요 예측에 기초한 노선 계획 결과를 반영하

고, 위에서 서술한 운영상 제약을 만족하면서, 운송 사업자

로부터 제안된 열차들을 가능한 한 시간 조정 없이 많은 열

차를 포함하는 열차 스케줄을 작성하는 최적화 모형 및 해

법을 제시한다.

2.2 최적화 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위에서 서술한 시공간 네트

워크에 기초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열차 스케줄 작

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시공간 네트워크에 기초하고

있는데, 열차의 이동 경로를 표현하기 위해 아크 변수를 사

용할 수도 있고, 경로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할 수도 있

다. 아크 변수를 활용하면, 네트워크가 커질 경우, 변수의 개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네트

워크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열생성 기

법 적용에 용이한 경로 변수를 활용한 최적화 모형을 제시

한다. 모형화에 사용된 용어 및 결정변수는 아래와 같다.

용어 및 결정 변수

-G = (V, A): 시공간 그래프. 아크는 a로 표현

-K: 주어진 열차의 집합. 원소는 k로 표현

-L: 주어진 노선의 집합. 원소는 t로 표현

-Ψk: 주어진 열차 k에 대한 경로 집합. 원소는 P로 표현

-Kt: 노선 t에 속한 열차경로 집합.

-Nt: 노선 t를 운행해야 하는 열차들의 최소 운행 횟수(노

선 계획의 결과)

-ck(P): 주어진 열차 k의 경로 P의 이익. 

-C: 경합-방지 아크의 집합. 원소는 (k, a)로 표현. 이 때, 아

크 a는 열차 k에 대응되는 아크

-Ω: 경합-방지 아크 집합의 모임(collection), 원소는 C

-lC: 경합-방지 아크의 집합 C의 원소 중에서 사용 가능한

아크의 수. 출도착 최소 시격, 추월방지의 경우 1, 역용량 제

약의 경우 해당 역에서 동시에 수용 가능한 열차 수

-fk(P): 열차 k가 경로 P를 사용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최적화 모형

(1)

(2)

(3)

(4)

(5)

이 최적화 모형은 [12]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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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space network [12].

Fig. 3 Headways between two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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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 (1)은 열차-경로의 운행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합

을 최대화하고, 식 (2)는 제안된 하나의 열차-경로는 많아야

하나의 경로에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식 (3)은 앞에서

서술한 경합 방지 제약식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12]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과 동일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

형은 식 (4)와 같이, 노선계획의 결과를 선로 용량 배분에

반영하기 위해, 열차 운행 횟수의 하한(lower bound)값이 주

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추후 알고리듬에서 살펴

보겠지만, 식 (5)를 완화했을 때, 충분한 수의 열차 경로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선형 계획 모형의 가능해를 구할 수 없

게 되어, [12]에서 제시한 열생성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3 열 생성을 이용한 해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열생성(column generation)

에 기초하고 있다. 열생성이란 최적화 모형에 서술된 모든

변수를 명시적(explicitly)으로 고려하지 않고, 초기 몇 개의

변수만을 이용하여 선형계획 완화 문제를 풀고, 그 선형 계

획 완화 문제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열(column)만을 최적화

모형에 추가하여 해를 구하는 선형 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을 통칭한다.

위 모형 또한 모든 경로를 변수화한 모형으로서 경로 개

수는 지수적으로 많으므로, 모든 경로를 미리 생성하여 위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최적화 모형을 풀

기 위해서는 목적함수에 기여할 수 있는 소수의 경로만을 생

성하여 경로를 추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 문제

의 정수 제약조건 (5)를 완화하여 선형계획 문제(완화된 주

문제 : relaxed master problem)를 구성하고, 선형 계획의 최

적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로를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이

를 위해 우선 식 (2), 식 (3), 식 (4)에 대응되는 쌍대 변수

를 πk, µC, σt라 하면 완화된 주문제의 최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모든 에 대하여,

위 식을 다시 정리하면 

가 되어 결국, 시공간 네트워크에 있는 아크의 비용을

이라 뒀을 때, 경로의 비용이 πk−σt(k)보다 큰 경로가 목적함

수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최장경로를 구함으로써 가능

한데, 일반적인 최장 경로 문제는 NP-hard 문제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공간 네트워크는 비환(acyclic) 네트워크

이므로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쉽게 그러한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12]에서 고려하는 최적화 모형의 경우, 식 (4) 대

신 운영상의 제약을 표현하는 제약식이 포함되는데, 이 제

약식은 정수 제약을 완화하여 주문제를 구성할 경우, 항상

가능해를 가지게 되어, 위에서 서술한 새로운 경로를 쌍대

변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의 노선계획상의 운행 횟수를 고려하는

제약식 (4)의 경우에는, 초기 몇 개의 열차-경로 만으로는 정

수제약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선형 계획에 대한 가능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된 주문제가 가능해

를 가질 때까지 식 (4)의 제약도 동시에 완화하는 방법을 활

용하였다. 식 (4)의 우변항인 최소 열차 운행 횟수(Nt) 대신

에, 완화된 열차 운행 횟수(nt)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완

화된 주문제가 가능해를 갖도록 강제하면서, 매 회가 진행

될수록 Nt에 가까워져서, 결국 식 (4)를 만족하는 선형 계획

해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Total_It는 전체 알고리듬의 횟

수를 의미하는데, nt 계산 식의 간소화를 위해 0부터 시작

한다. Term_Ct는 최대 열생성 횟수이다. 

nt = min{Nt*Total_It/q, Nt} (6)

위 식으로부터 전체 열생성 횟수와 알고리듬에서 설정한

최대 열생성 횟수와 동일하면 nt=Nt가 됨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q는 Total_It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열생

성 기반 해법을 도식화하면 Fig. 4와 같다. 먼저 운송 사업

자가 제안한 열차경로만으로 초기 주 문제를 설정하여 선형

계획 모형을 푼다. 이 때 선형계획 모형상의 식 (4)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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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화된 nt를 사용하여 선형 계획 모형

이 가능해를 갖도록 한다. 여기서 도출된 선형 계획 모형의

쌍대 최적해를 이용하여, 모든 열차에 대해 목적함수를 증

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열차-경로를 탐색한다. 앞에서 서술

했듯이 이는 시공간 네트워크에서의 최장 경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찾은 경로의 경로 길이가 πk−σt(k)보다 크면, 그 경로

를 다시 주 문제의 열에 포함시키고, 만약 모든 최장 경로

길이가 πk−σt(k)보다 작거나 같으면, 완화된 주문제를 개선시

킬 수 있는 더 이상의 열차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 완화된

주문제의 최적해를 얻게 된다. 

[12]의 경우, 선형계획의 최적해가 구성되면, 그 때까지 생

성된 열을 이용하여 곧바로 분지한계법을 적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열을 생성하고, 분지한계법 적용 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해를 구하도록 변수 고정 방법(variable

fixing)을 도입하였다. 

완화된 주문제가 아닌 원래 주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

해서는 위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완화된 주문제에 대한 최

적해에 대해 0 또는 1로 분지(branching)을 수행하고 분지

된 노드들에 대해 다시 열생성을 통해 완화된 주문제의 최

적해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지

평가법(branch-and-price)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네트워

크가 커질 경우, 열 및 분지 노드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

한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며, 너무 많은 수행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지평가법 대신 선형계획 최

적해에서 가장 큰 실수값을 갖는 변수를 1로 고정하고, 고

정된 변수를 고려하여 다시 열생성에 의해 선형계획해를 생

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변수 고정 방법을 활용한다.

완화된 주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열차 경로가 더 이상

탐색되지 않을 경우, 열생성을 멈추지 않고, 변수 고정 횟

수(fix_var)가 전체 제안된 열차수(|K|)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

형 계획 최적해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변수를 1로 고정한

후, 다시 열생성을 반복한다. 만약 변수 고정횟수가 전체 제

안된 열차수보다 크면, 기존에 생성된 열을 이용하여 분지

한계법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열생성을 반복한다. 

3. 전산 실험

3.1 실험 예제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 및 해법을 활용

하여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호남 고속철도 개통 및 제 2

의 운송 사업자를 고려한 고속철도 네트워크상에서의 선로

용량 할당을 위한 전산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

구에서 고려하는 네트워크는 Fig. 5와 같다. 아래 네트워크

는 수서발 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의 신규 역뿐만 아니라

서대전, 구포, 포항 등 직렬운행 역 등, 고속 열차가 정차하

는 모든 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12]의 경우, 알고리

듬 및 전산 프로그램의 미비점으로 인해 6개의 가상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대해 총 113개의 후보 열차를 대상으

로 선로 배분 모형을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속 열

차가 정차하는 모든 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추후 살펴보겠

지만, 총 671개라는 충분한 개수의 후보 열차를 대상으로 하

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수요 예측으로부터 도출된 노

선별 최소 운행 열차 수를 만족시킴으로써, 수요에 기초한

열차 운행 계획과 최대한 근접한 선로 용량 배분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의 입

력 요소는 각 운송사업자가 제안한 열차의 집합, 시설관리

자의 스케줄 조정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출발 및 정차 시

간의 허용치, 최소 시격과 같은 운영 제약, 그리고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노선별 최소 운행 횟수등이다. 먼저 각 운송

사업자가 제안하는 열차를 생성하기 위해 기존 스케줄을 지

연-복사 시키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Table 1의 후보 열차에

나타나 있듯이, 총 생성한 후보 열차는 671개의 열차이며,

각 노선별 생성된 후보 열차는 표와 같다. 운영상 제약으로

3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열차간 최소 시격과 출발 시간 및 정

차시간의 허용치이다. 여기서 허용치란 원래 제안된 열차의

Fig. 5 Korean high-speed railway network

Table 1 Experiment design

Candidate trains Operational constraints

Overall : 671 trains

- Kyungbu : 192 / Kyungbu(via Gupo) : 24

- Kyungbu(via Suwon) : 12 / Kyungjeon : 27

- Cholla : 21 / Honam : 63

- Suseo_Kyungbu : 197 

- Suseo_Kyungbu (via Gupo) : 24

- Suseo_Kyungjeon : 27 / Suseo_Cholla : 21

- Suseo_Honam : 63

- Min. Headway: 

4min/5min/6.5min

- Departure tolerance: 

5min

- Dwell tolerance: 

5min

- Fixed halting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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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및 정차 시간을 그 허용치 내에서 연장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정차 패턴에 대해서는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원래 제안된 열차의 정차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형의 핵심 입력값인 노선별 열차

운행 횟수는 박범환 등[16]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을 활용

하여 계산하였고, 이 모형의 입력 요소인 역간 OD수요는 철

도공사[17]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Table 2는 노

선 계획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전체 제안된 열차 수 671회 중, 출발

/정차 시간 변경을 통해, 열차간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소 153회 이상의 열차가 투입되어야 한다. 물론 각 노선별

로 제시된 최소 열차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물론 이러

한 열차수는 좌석용량에 따라 기존 20량 KTX와 10량 KTX

를 구분하지 않았다. 본 선로 용량 할당 모형에서는 이러한

횟수의 열차수를 선로용량 할당을 통해 투입가능한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이후 중련 편성 등의 방법으로 노선 계획의 결

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고정 방식의 효과를 분석

해보기 위해, Table 3과 같이 변수 고정이 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대해 목적 함수 값 및 알고리듬 수행시간

(computation time)을 비교해보았다. [12]와는 다루는 문제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열생성 후 생성된 열

로 구성된 정수계획모형을 분지한계법만으로 푸는 방법 보

다는 열생성 시 유력한 열을 고정시키는 열생성 방법이 보

다 빠른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해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열차경로들은 오히려 원래 정

수계획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새로운 열차-경로가 되어, 오

히려 보다 나은 해를 산출할 수 있었다. 아래 Table 3은 변

수 고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해의 품

질 및 실행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Table 3에서 활용한 예제는 추후 설명할 Table 6에

서 고려한 100:110의 운행 가치를 갖는 두 개의 속도가 다

른 고속 열차의 혼합 운행을 고려한 예제이다. 알고리듬의

전체 수행 횟수 상한(Term_Ct)는 200회, nt값 설정에 필요

한 q는 30으로 설정하였고, CPLEX의 분지한계법상의 분지

노드의 상한 갯수는 1000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운송 사업

자로부터 제안된 스케줄의 출발시간 혹은 정차시간을 증가

시킬 경우, 분당 -1의 이득을 설정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열 생성 시 유력한 열을 고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듬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분지한계법

(Branch-and-Bound)의 수행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체 알고리듬 수행시간 또한 약 1/

5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변

수 고정을 통해, 최종 목적함수 또한 개선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완화된 주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열만을 추

가하지 않고, 변수 고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열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 진행된 실험 또한 이와 비슷

한 양상을 보였고, 각 실험에서의 알고리듬 수행시간은 1,500

초 안팎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두 번째 실험으로, 열차간 최

소 시격 변화에 따른 선로 용량 할당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Table 4는 두 열차간의 출도착 최소 시격을 4분/5분/6.5분으

로 설정했을 때, Table 2에서 제시된 노선간 최소 열차 운

행횟수를 만족하면서 투입 가능한 최대 열차 수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 시격이 증가할수록 투입 가능한 열차 수는 줄어

들며, 특히 최소 시격이 6.5분일 경우, 노선계획에서 요구하

는 열차 운행 횟수를 만족할 수 없다. 물론 후보 열차들의

출발/정차 시간 변경을 통해 구한 최대 운행회수로서, 후보

열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지

만, 본 실험에서 구성한 671회 후보 열차는 충분한 수의 열

차로, 후보 열차의 시간대를 변화시키더라도 Table 4에서 제

시한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열차 운전 시분의 감소에 따른 선로

용량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실제로 최근 개발중인 새로운 고

속차량의 경우 기존 KTX차량보다 최대 운행 속도가 높다.

Table 2 Minimum train frequencies on each line

Line
# Of candidate 

trains

Minimum number

of required trains

Kyungbu 192 51

Kyungbu(via Gupo) 24 4

Kyungbu(via Suwon) 12 3

Kyungjeon 27 9

Honam 63 16

Cholla 21 5

Suseo_Kyungbu 197 38

Suseo_Kyungbu(via Gupo) 24 3

Suseo_Kyungjeon 27 6

Suseo_Honam 63 14

Suseo_Cholla 21 4

Sum 671 153

Table 3 Effect of variable fixing

Variable fixing a b c

Not applied 6,785 4703 16,217

Applied 1,435 560 16,317

a. Overall running time (seconds)

b. Branch-and-Bound Running time (seconds)

c. Objective value

Table 4 Track capacity when the minimum headway varies

Minimum headway (minute) Track capacity

4 189

5 166

6.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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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규 차량의 상업 운전 속도를 기존 차량의 운행 속

도보다 높일 경우, 선로 용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Table 5는 신규 고속 차량의 운전 시분 감소에 따른 선로 용

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운전시분의 감소를 정

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체 열차 경로에 대한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을 통해 역간 구간에서의 정확한 운

전 시분 감소값을 계산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역

간 구간에 대해, 기존 KTX 역간 운전 시분을 동일한 비율

로 감소시켰다. 여기서 운전 시분을 감소한 후보 열차(이를

간단히 F_KTX)는 경부-호남 고속 전용선(수서발 포함)에 투

입되는 열차 중 144개 열차이다. 표에서 보듯이 운전시분을

20% 감소시켜 운행하더라도, 노선 계획에서 요구하는 열차

운행 횟수를 보장할 수 있으며, 선로 용량의 감소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실험은 KTX 투입과 F_KTX 투입에 따른 기대이익, 즉

앞 장에서 서술한 최적화 모형에의 ck(P)를 100:110으로 가

정했을 때의 결과이다. Table 6은 이러한 기대이익의 비율

을 조정했을 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행 시분을

20% 감소시킨 신규 고속 차량의 투입에 따른 기대이익을 늘

릴 경우, 신규 고속차량의 투입횟수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

KTX의 운행횟수가 줄어듦으로써, 전체 운행 횟수가 점점 줄

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고속차량의 투입 횟

수가 40회가 되더라도, 전체 운행 횟수는 156회로 노선계획

에서 요구하는 최소 운행 횟수는 만족한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신규 고속차량을 어느 노선에 투입하

느냐에 따라, 선로 용량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

하였다. 신규 고속차량의 운전 시분이 20% 감소된다고 가

정하고, 기존 운행 패턴과 달리 주요역에서만 정차한다고 가

정했을 때, 선로 용량의 변화를 검토해 보았다. Table 7에서

보듯이 기존 운행 패턴을 유지할 경우, 40회 안팎의 F_KTX

투입에도 불구하고 총 156회 내외의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차역을 줄임으로써, 운행 시간을 대폭 축소시킨 시

나리오 3의 경우 20회 안팎의 선로용량을 확인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3)에서 사용한 정차 패턴은

Table 8과 같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수 철도 운송 사업자가 제안한 열차들을

경합이 없고, 시설관리자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며, 노선계

획에서 작성한 노선별 운행횟수를 만족시키는 선로 용량 할

당 모형 및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

형 및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속 철도 네트

워크상에 671개 열차를 설정한 후, 노선별 최소 운행 회수

를 만족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선로 용량 할당을 실

험하였다. 실제로 각 선로 용량 할당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이내로, 실제 선로 용량 할당에서는 671개 보다 훨씬 적은

후보 열차로 용량 할당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행 시간

은 30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모형은 운행 패턴이 다

른 열차들간의 출발 시격이 운행패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

한 효과적인 최적화 모형 및 해법이 필요하다. 물론 시공간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크 쌍에 대해 제약식을 설

정하는 방법으로 운행 패턴에 따른 각기 다른 최소 시격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너무나 많은 제약식을 필요로 하

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해법으로는 최적해를 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는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교통대학교의 해외파견연구교수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Table 6 Track capacity when the ck(P) vary (min. headway =

5min, 20% reduction in running time)

KTX vs. F_KTX Total number of trains KTX F_KTX

100:100 165 157 8

100:110 163 147 16

100:120 159 125 34

100:130 156 116 40

Table 5 Effect of the running time on the track capacity (min.

headway = 5min)

Reduction rate of

 running time

Track capacity

(KTX/F_KTX)

0% 166

10% 162(133/29)

20% 162(145/17)

Table 7 Effects on Track capacity of halting patterns (min.

headway = 5min, 20% reduction in running time)

Scenario
Track 

capacity
KTX F_KTX

All dedicated routes

+ current operation patterns
156 116 40

(2) Only dedicated routes from Suseo

+ current operation patterns
156 114 42

(3) All dedicated routes

+ only stop at major stations
156 135 21

 Table 8 Halting patterns used in Scenario (3)

Line Halting patterns
Driving time 

(minute)

Kyungbu Seoul-Deajeon-Dongdaegu-Busan 110

Honam Yongsan-Icksan-Kwangjusongjeong 87

Suseo-Kyungbu Suseo-Deajeon-Dongdeagu-Busan 109

Suseo-Honam Suseo-Icksan-Kwangjusongjeong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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