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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약을 갖는 수송문제를 활용한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 및 해법 개발

Development of an Optimization Model and Algorithm Based on 

Transportation Problem with Additional Constraints

박범환*·김영훈

Bum Hwan Park·Young-Hoon Kim

1. 서 론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철도화물 수송의 효율화 및 예약제 도입을 위한 화물수송최적화 시스템(KTOCS)을 개발하였다.

KTOCS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철도 화물의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화물운송계획 모듈(Forecasting),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화물열차 구성을 위한 화물열차계획 모듈(operating plan), 영차/공차의 열차 별 역별 배분을 위한 화물관제 모듈(car

dispatching plan), 마지막으로 철도화물 수송 물량의 예약제 변환을 위한 화물예약관리 모듈(reserva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1]. 이 중에서도 철도 화물 수송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듈은 영차/공화차의 열차 별, 역별 배분을 위한 화

Abstract Recently, in the field of rail freight transportation, the number of trains dedicated for shippers has been

increasing. These dedicated trains, which run on the basis of a contract with shippers, had been restricted to the trans-

portation of containers, or so called block trains. Nowadays, such commodities have extended to cement, hard coal, etc.

Most full freight cars are transported by dedicated trains. But, for empty car distribution, the efficiency still remains

questionable because the distribution plan is manually developed by dispatcher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distribu-

tion models delineated in the KTOCS system which was developed by KORAIL as well as mathematical models con-

sidered in the state-of-the-art. The models are based on optimization models, especially the network flow model. Here

we suggest a new optimization model with a framework of the column generation approach. The master problem can be

formulated into a transportation problem with additional constraints. The master problem is improved by adding a new

edge between the supply node and the demand node; this edge can be found using a simple shorted path in the time-

space network. Finally, we applied our algorithm to the Korean freight train network and were able to find the total

number of empty car kilometers decreased. 

Keywords : Empty freight car distribution, Transportation problem, Optimization, Column generation

초 록 최근 철도 화물 수송은 컨테이너 전세 열차뿐만 아니라 시멘트, 철강 등 일반 화물의 전용열차 수가 증가하

고 있고, 이에 따라 영차 수송 계획은 점차 단순해지고 있다. 반면에 공화차 수송의 경우, 수송 계획 최적화 시스템의

부재로, 사령의 경험에 의해 공화차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효율성 여부는 검증된 바 없고, 공화차 배분을 위

한 별도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헌상의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

뿐만 아니라 2010년 전후로 개발 되었다가 최근 사용이 중단된 화물수송최적화 시스템(KTOCS)상의 공화차 배분 최

적화 모형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수송 문제를 활용한 새로운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 및 해법을 제시한다. 이 최

적화 모형은 기존 모형과 달리, 추가 제약이 있는 수송문제에 포함되는 아크를 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열생성 기법에 기

초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우리나라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적 상에 나타난 공화차 km를 상

당히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공화차 배분, 수송 문제, 최적화, 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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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제 모듈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형을 화차 배분(freight car distribution)문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철도 화물 수송 효율은 화차 수송을 위한 화물 열차의 설정 및 이동 경로에 따른 열차 설정 및 수송 비용을 최소

화할 뿐만 아니라, 역에서의 화차 처리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도 철도 화물 수

송의 여건에 따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화물 수송량의 비중이 매우 높은 미국의 경우 흔히 Blocking

계획[2]이라 불리는 도중 입환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둔다. 한국 철도의 경우, OD 및 철도 네트워크의 단순함, 상대적으로 적

은 수송 물량으로 인해 Blocking 계획은 상대적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며, 오히려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

물 관제에 대한 최적화 방법론 도입이 더 시급하여, 실제 KTOCS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화차 배분을 위한 화물 관제 모듈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차의 적재/하화 작업 시간의 예측이 쉽지 않아 최적화 모형의 입력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KTOCS 시스템에 내

장된 화차 배분 모형의 문제점으로 인해 매우 비현실적인 화차 배분 결과를 나타내왔다는 점이나, 예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

다는 점 등으로 인해 화차 배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물 사령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화

차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문헌 및 KTOCS 시스템에서 구현된 화차배분 모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최적화 모형 및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기존 공화차 배분 모형 검토

본 절에서는 KTOCS시스템에 포함된 화차 배분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외 연구 문헌에서 제시되어 있는 몇 가지 최

적화 모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KTOCS 시스템에 포함된 최적화 모형은 화차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화차의 적재, 하화, 이동, 대기 등 화차 상태 변화

를 반영하기 위한 노드와 아크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은 [3]의 방법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KTOCS 시스템에 포함된 최적화 모형은 현재 기준 일주일치 확정 및 예약 물량에 대한 영차와 공화차의 열차별 역별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최적화 모형에 그대로 반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영차와 공화차의 흐름을 정의하기 위한 변수

의 개수가 너무 많아 통상적인 해법으로는 해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KTOCS 시스템은 영차와 공화차의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각각의 네트워크를 다시 각 품목별(영차의 경우 품목, 공화차의 경우 화차 종류별) 네트워크로 분해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1].

먼저 영차의 각 품목별 경로는 분해된 네트워크상에서의 최단경로(shortest path) 모형을 통해 구한다. 영차의 경로가 정해지면

영차의 하화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이 공화차의 공급지가 되고, 영차의 적재 시점은 공화차의 수요지가 된다는

Fig. 1. KTO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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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용하여, 영차의 모든 품목의 경로가 정해지면 공화차의 수요지 및 공급지가 정해지고, 역시 최단경로 모형에 의해 개별

공화차 품목에 대한 수송 경로를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영차와 공화차 네트워크 분해만이 아니고, 개별 품목, 개별 공화차 종류까지 네트워크를 분해할 경우, 최적화 결과의

비최적성은 매우 자명해 보이며, 특히 우선순위에 의한 개별 품목 혹은 화차종의 순차적인 할당 방식은 기존 화차 배분 현황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분해되기 전의 전체 네트워크가 7일간 일어날 불확실한 적재 하화 작업

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 연구와 달리 Joborn et al.(2004)[4], Narisetty et al.(2008)[5]의 연구는 영차의 배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화차의 배분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는 영차의 경로는 더 이상 고려사항이 아니며, 공화차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최적화 모형의

입력 값으로 미리 주어졌다고 가정하였다. [4]에서는 네트워크 크기를 줄이기 위해 화차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아

크의 집합을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로 구성하여 새로운 축소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타부 탐색(Tabu Search)을 적용

하였다. [5]는 다품종 흐름 네트워크라는 기존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수요지와 공급지가 완전하게 나뉘는(bipartite network)

Fig. 3과 같은 수송문제 형태의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현재 공화차 종류별 공화차 위치를 기초로 공급지를 설정하고 공화차 가용량을 공급량으로 설정하였고, 현재 설정된

주문에 대해 공화차의 종류 및 위치, 필요량을 기초로 수요지 및 수요량을 설정하였다. 특히 전체 공화차 배분 계획 기간

(planning period)은 처리해야 하는 주문의 납기 기한(due date)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모든 수요지-공급지 쌍에 대해 운송

사가 갖고 있는 규칙을 지키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아크로 설정한 수송 문제(transportation problem)을 구성하여 공화차배분 계

획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 및 해법은 Union Pacific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되고 있다. 

KTOCS시스템상의 최적화 모형과[4,5]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차의 상태 변화를 모형에 반영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차가 공화차가 되고 공화차가 영차가 되는 과정을 네트워크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적재, 하화, 대기 등 화차

의 다양한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아크를 필요로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고, 불확실성도 더욱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2.2 철도 화물 수송 현황과 공화차 배분 모형

영차 수송과 공화차 수송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최근 철도 화물 수송 현황을 살펴보면 영차의 경우 전용 열차를

Fig. 2. Network model in KTOCS [1].

Fig. 3. Network model used 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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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수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전용열차란 화주와의 계약에 의해 고정된 물량을 고정

된 시간에 수송하는 열차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열차들에 대한 수송물량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의미에서 블록 트레인(Block

Train)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BT열차를 포함한 2016년 7월 현재 품목별 전용 열차 수는 매일 166회에 달한다[6]. Table 1

은 전용열차를 통한 수송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열차 운행횟수와 영차의 총 화차·km를 계산한 것인데,

열차 운행 횟수 측면에서는 29%정도이지만, 전체 화차·km 관점에서는 약 88%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의 영차 물량이

정해진 경로와 열차를 통해 수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6].

따라서 영차 수송은 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에 의한 배분의 필요성이 매우 낮으며, 최적화 모형을 활용하여 영차를 배분하더

라도, 영차의 적재시간의 변동, 당일 수요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최적화 모형을 통해 구성된 영차배분은 현실성이 떨어질 개연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차의 열차별 배정은 제외하고 공화차만을 대상으로 역별, 열차별 배분을 시행하여 최적화 모형을

통해 구성된 해의 현실성을 보다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하오근 등[7]에 따르면 화물 수송의 운송 단계별로 추정된 회귀일의 경우, 회귀일이 가장 빠른 컨테이너 조차 79.40시

간으로 3일을 넘어감을 알 수 있다. 이는 3일 정도의 계획 기간 동안 화차의 상태 변화(영차에서 공화차 혹은 공화차에서 영차)

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계획 시점에서 가용한 공화차 종별 공화차량과 향후 3일 동안 각 역에서 수급상

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로 하는 공화차 종별 공화차량을 고려할 때, 현재 가용한 공화차가 영차로 되었다가 다시 공화차가 되는

상황은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한국 철도 화물 수송 특징은 근거리 열차를 통한 공화차 운송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Table 2

에서 보듯이, 영차의 경우 정기 열차 대비 근거리 열차를 통한 수송량은 0.1%(11,329/8,616,110) 수준이지만, 공화차의 경우

2.5%(130,800/5,338,346) 수준이며, 발송역과 도착역간의 직결 수송이 아닌 도중 입환되는 화차들의 근거리 열차 이용 비율을

계산해보면 8.9%에 이른다. 실제로 현시각 운행 형태의 많은 근거리 열차가 공화차 운송만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차의 경우 대부분의 수요량에 대해 열차 경로가 주어지고 있어 최적화 모형을 통한 영차의 열차 배정 필요성

은 매우 낮으며, 회귀시간 내의 계획 기간을 고려할 경우, 계획 시점에서 파악한 공화차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계획 기간 내에

상태 변환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회귀 시간 내의 계획 기간 동안의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은 영차의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화차의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현시각 형태의 근거리 열차로 운행되고 있어, 임의적인 근거리 열차 설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화차의 배분과 근거리 열차 설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최적화 모형이 필요하다.

2.3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최적화 모형은[5]에 제시된 수송 모형을 변형한 추가 제약이 있는 수송 모형을 활용한다. 공화차의 공

급 노드는(공화차의 종류, 공화차의 위치(역), 공급 가능한 시간, 공급 가능량) 등 네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고, 공화차의 수요 노

드는(공화차의 종류, 공화차의 위치(역), 납기 시간(due date), 수요량) 등 네 가지 속성으로 구성된다. 만약 i라는 공급 노드와 j

라는 수요 노드 사이에 아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한 공화차 종류이며 납기 시간 전에 열차 네트워크를 통해 수송가능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송 가능이란 열차를 통한 수송 경로가 존재하고, 그 수송 경로 상의 열차 용량이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Table 1. Analysis of dedicated trains and full cars (Jan. ~ May 2016).

Total Dedicated trains
Ratio (dedicated/total)

# Of trains Full car·km
General Container

# Of trains Full car·km # Of trains Full car·km # Of trains Full car·km

58,396 104,083,261 10,458 42,481,521 6,674 49,578,034 29% 88%

Table 2. Analysis of empty car transportation (March, 2016).

Car·km
Direct transportation Intermediate transportation

Full Empty Full Empty

Periodic trains 8,616,110 5,338,346 12,968,221 4,447,759

Short-distance trains 11,329 130,800 363,068 396,832

Ratio (short/periodic) 0.1% 2.5% 2.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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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최적화 모형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아크의 용량제약이 있는 수송 문제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아크의 비용 혹은 거리, 아크의 용량은 두 노드간을 잇는 열차 경로 상의 경로 비용과 경로의 여유 용량에 대

응됨을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 모형 구성에 사용된 파라미터 및 결정 변수는 아래와 같다. 

파라미터

· 네트워크 G = (S∪ D, E), 이분 네트워크(bipartite network)

· 시공간 네트워크 . V는 열차의 연결 혹은 해방 지점, a ∈ A는 화차의 연결 해방 구간 혹은 대기시간을 의미함. 

· v(i): G상의 i에 대응되는 시공간 네트워크 상의 노드 (i ∈ G, v(i) ∈ G)

· a의 속성: (ca, t(a), h(a), tr(a): ca은 운행 시간(분), t(a)는 tail, h(a)는 head, tr(a): a에 대응되는 열차 번호. a가 대기시간을

의미할 경우, tr(a)는 0

· ce: 공급지와 수요기간의 총 운송 거리(km). e = (i, j)∈ E (i ∈ S, j∈ D)

· ca: a∈ G의 총 운송 시간(분). a는 열차의 연결 해방 구간 혹은 대기 시간

· Pvw: 시공간 네트워크에서 v와 w사이의 경로의 집합. 각 경로는 p로 표시(p∈ Pvw)

· si: 노드 i의 공급량, i ∈ S

· dj: 노드 j의 수요량, j ∈ D

· T: 모든 열차의 집합

· Ttemp: 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비정기 근거리 열차의 집합 Ttemp⊂T

· Lt: 열차 t가 지나는 레그 집합 Lt = {l1, l2, ..., lp}

· : 열차 t의 레그 l의 여유수송용량(화차수), t ∈ T

· ft: 열차 t 운행에 필요한 고정 비용. t ∈ Ttemp

· Γ(l): 레그 l을 이용하는 e의 집합

· Te: e가 사용하는 열차의 집합

결정 변수 

· yt(t ∈ Ttemp): 열차 t를 운행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xe: 아크 e상의 흐름량(화차수), e ∈ E

위에서 제시한 파라미터 및 결정 변수를 이용하여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G V A,( )=

Cl

t

Fig. 4. Our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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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Master Problem)

(1)

s.t. (2)

s.t. (3)

s.t. (4)

s.t. (5)

s.t. 

식 (1)은 공화차의 운송 경로에 따른 운송 비용과 근거리 열차 설정 비용의 합을 의미하는데, 두 비용간의 가중치를 설정하

는 방식으로 근거리 열차의 설정 여부를 공화차의 운송 비용 감소분과 연계시킬 수 있다. 식 (2)와 식 (3)은 공급지에서의 공급

량 제약, 수요지에서의 수요량 제약을 의미하며, 식 (4)와 식 (5)는 아크의 용량, 즉 열차 경로 상의 레그의 여유 용량 이하의

공화차를 수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 (5)의 경우, 근거리 열차의 설정 여부에 따라(yt=0/1), 해당 열차를 통해 공화차

가 수송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4 열생성 알고리듬

위 주문제에서 수요지와 공급지가 200개 이상만 되면, 수요지-공급지 쌍에 대해 모든 가능한 열차 경로를 찾아 그것을 아크

로 설정할 경우, 매우 많은 변수 및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아크를 미리 만들지 않고, 주문제의 목적함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한된 개수의 아크만을 생성하는 열생성 알고리듬을 적용하고자 한다. 열생성에 사용되는 부문제를 구성하

기 위해 주문제의 식(2), 식(3), 식(4,5)에 대한 쌍대 변수를 πi, πj, 라 하고 yt를 실수로 완화할 경우 주문제의 최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위 최적 조건은 다음을 만족하는 공급 노드 i에서 수요 노드 j까지의 G상의 새로운 아크를 찾는 문제가 된다. 즉 

여기서 e = (i, j)는 시공간 네트워크에서 v(i)에서 v(j)까지의 경로( )를 의미하므로, 위 식은 아래 식을 만족하는 경

로 p를 찾는 문제가 된다. 

 (p는 G에서 정의) (6)

주문제와 부문제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 네트워크에서 아크 a의 비용을 ca + σa로 두었을 때, 경로 비용이 πj − πi 보다 작은 경로가 존재하면, 목적함수

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경로이며 반대로 모든 경로 비용이 πj − πi 보다 크면 최적이 된다. 즉, 최단 경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최

단 경로의 비용이 πj − πi 보다 크면 더 이상의 경로가 없고, 작으면 그 경로를 주문제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주문제의 아크를

min cexe ftyt
t T

temp
∈

∑+∑

xe si i S∈∀,≤

e A i( )∈

∑

xe dj j D∈∀,≥

e B j( )∈

∑

xe Cl

t
l Lt t T Ttemp⁄∈∀,∈∀,≤

e Γ l( )∈

∑

xe Cl

t
yt l Lt t Ttemp∈∀,∈∀,⋅≤

e Γ l( )∈

∑

xe 0 yt 0 1,{ }∈,≥

σl

t

πi– πj σl ce≤

l L
t

∈

∑
t T e( )∈

∑–+ e∀ i j,( ) E∈=

ce ce πi πj– σl 0<

l L
t

∈

∑
t T e( )∈

∑+ +=

p Pv i( )v j( )∈

ce ce πi πj– σl

l L
t

∈

∑
t T e( )∈

∑+ + ca σa+( ) πi πj 0<–+

a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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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추가하여 최종 주문제를 구성한다. 단계별 알고리듬 및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알고리듬

단계1. 열차 경로 설정을 위한 시공간 네트워크 구성.

예를 들어 세 개의 열차가 주어져 있고, 두 개의 공급지(S), 세 개의 수요지가 있는 경우, 공화차의 수송 경로를 파악하기 위

해 Fig. 6과 같은 시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단계2. 현재 까지 발견된 아크를 이용하여 주문제(master problem) 구성

초기 주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발견된 수요지-공급지간 경로가 없으므로, 가상의 노드로부터 모든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가정

하고 가상의 노드를 설정한다. 이 노드로부터 나가는 아크는 무한대의 용량과 무한대의 비용을 갖는다.

Fig. 5. Master problem and pricing subproblem.

Fig. 6. An example and its corresponding time-spa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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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 시공간 네트워크에서 식 (6)을 만족하는 경로 p가 존재하면 그 경로에 대응하는 아크를 구성한 후 단계2로, 그렇지 않

으면 단계 4로.

예를 들어 S1으로부터 D3까지 식 (6)을 만족하는 경로가 아래 그림의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경로라면 이 경로의 여유 용량 및

비용은 오른쪽 그림의 수송 문제의 새로운 아크로 추가된다.

Fig. 8. A train-path and its corresponding arc.

단계4. 현재까지 만들어진 아크들로 구성된 주문제에 대해 분지한계법(branch-and-bound)을 적용하여 해를 구함.

2.5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최적화 모형 및 알고리듬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예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실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의 공화차 운송 내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116개 역

에서 연결 해방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총 7733개의 공화차 연결-해방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화차 연결-해방 내역으로부

터 공급량과 수요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연결-해방 차수를 제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연결 해방 내역

이 주어져 있을 때, 의왕에서의 6량의 연결-해방 작업은 공급량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도중 입환역에서의 연결-해방 작업을 제외한 공화차 종류별 공급량과 12시간 단위로 설정된 향후 3일간의 수요량의

합을 도출하면 Table 4와 같고, 총 수송해야 하는 공화차 수요량은 6,875개이다. 공급시간, 공급역에 따라 최종 공급 노드의 수

는 216개이고, 수요지 노드의 수는 405개가 생성되었다. 

Fig. 7. The first master problem.

Table 3. Coupling and decoupling data.

Train #
Coupling 

station

Decoupling 

station
Origin Destination

Departure

time at coupling 

station

Departure

time at decoupling 

station

Type # Of cars Car·km

5731 Susack Uiwang Susack Bugang 05-05-22:40 05-05-23:30 Oil 6 252

3481 Uiwang Bugang Susack Bugang 05-06-05:49 05-06-09:09 Oil 6 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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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공화차 수요량을 수송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공화차 수송에 관여한 열차는 총 455개 열차이며, 실험을 위해 455

개 열차의 운행 실적을 기초로 열차 스케줄을 작성하였다.

열차별 여유 용량은 실제 열차별로 수송한 공화차 수송량을 용량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소량의 공화차 수송일 경우, 실제

수송량보다 많은 공화차를 수송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① 열차별 실제 공화차 수송량을 여유 용량으로 간

주하거나 ② max{10, ①}로 설정하여 10보다 작은 공화차 수송량을 갖는 열차의 경우 10개의 추가적인 공화차 수송 용량을 갖

는다고 간주하거나 ③모든 열차의 공화차 여유 용량이 30으로 가정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실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열차

의 운행 비용은 열차 주행 거리로 설정하여, 식 (1)의 목적함수값은 공화차·km + 근거리 열차 설정비용이 된다. 

첫 번째 실험으로 모든 근거리 열차를 정기 열차로 간주한 경우(Ttemp=∅), 즉 식 (1)의 목적함수가 공화차·km만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세 가지 여유용량에 대해 목적함수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차·km가 점

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며, 여유용량을 ②와 같

이 설정할 경우, 최적화 모형의 수행시간은 약 5분, 생성된 아크의 수는 5,579개, 기존 화차·km보다 7.7%정도의 개선된 화차

·km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8은 화차 종류별로 화차·km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나타내는데, 차장차, 컨겸, 유쌍차에서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시

멘트차나 호퍼차의 경우, 수송 경로의 단순함으로 인해 개선 정도가 적었다. 위 실험 결과는 모든 근거리 열차를 정기 열차로

간주한 경우인데, Table 9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운행된 근거리 열차(열차번호, 5500이후, 6000번대)중 공화차 수송만 발

Table 5. An example of freight train schedule.

Date
Train 

number

Departure 

station

Arrival 

station

Departure

time

Arrival 

time

distance 

(km)

2016-05-04 3221 Susack Wonju 14:18 16:54 121.9

2016-05-04 3221 Wonju JecheonJo 17:24 17:44 44.4

2016-05-04 3221 JecheonJo Dodam 18:14 18:36 18.2

Table 6. The car kilometers depending on the residual capacity.

Residual capacity Car·km

① Real number of empty cars 997,244

② max{10, ①} 991,593

③ 30 976,999

Table 7. Summary of results.

Problem instance Optimization results Improvements

# of stations 116

Total computation time 5 minutes

7.7%

# of trains 455

# of car types 14

sum of demands 6875

# of supply nodes 216
# of generated arcs 5,579

# of demand nodes 405

car km 1,074,725 car·km 991,594

Table 4. Demand and supply.

Total 

supply

Demand

(D/12:00)

Demand

(D/24:00)

Demand

(D+1/12:00)

Demand

(D+1/24:00)

Demand

(D+2/12:00)

Demand

(D+1/24:00)

Total 

demand

# Of cars 6,882 683 1643 740 1,469 722 1,633 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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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열차 70개를 선택하여, 이 열차들은 계획 시점에서 그 열차의 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실험 결과이

다.

근거리 열차의 설정 비용(ft)이 10000일 때와 100일 때로 구분하여 70개의 후보 근거리 열차 중 몇 개의 근거리 열차가 설정

되는지를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ft = 1000일 경우에는 43대의 근거리 열차가 설정되었고 화차·km의 경우 1,000,452 km가

나왔으며, 근거리 열차 설정비용이 훨씬 작아 근거리 열차가 보다 많이 설정될 수 있는 ft = 100인 경우에는 51개의 근거리 열

차가 설정되었고 그 때의 화차·km는 Table 6의 ②의 결과와 같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Table 6의 ②의 결과에서도 상당수의

Table 8. Car·km improvements of each car type.

Empty car type
# of transported 

empty cars
Real car·km*

Car·km after 

optimization
Improvements

Uncovered 532 64530.9 56408.1 12.6%

Cement 4009 532052.7 528017.2 0.8%

Box coil 158 57091.8 51730.9 9.4%

Box W/Two door 225 38828.1 28103.9 27.6%

Oil 166 30036.7 28311.5 5.7%

Ballast 43 3865.2 3855.0 0.3%

Caboose 25 4856 1537.1 68.3%

Flat W/Container 201 52726.3 35302.8 33.0%

Container 513 152858.8 124376.7 18.6%

Coil 123 30187 29372.8 2.7%

Special 162 39280.8 36907.4 6.0%

Flat 69 6663.9 6910.1 -3.7%

Hopper 622 59279.9 58921.7 0.6%

Long passenger car 27 2467.1 1838.3 25.5%

Sum 6,875 1,074,725.2 991,593.5 7.7%

Table 9. Experiments to set up short distance trains.

Empty car type

Short-distrance train

ft = 10000 ft = 100

Frequency=43 Frequency=51

Uncovered  56447.5 56447.3

Cement 532581.6 526538.9

Box coil 51704.6 51730.9

Box W/Two door 30428.0 29543.0

Oil 28311.5 28311.5

Ballast 3855.0 3855.0

Caboose 1537.1 1537.1

Flat W/Container 36105.7 35302.8

Container 125531.5 124376.7

Coil 29372.8 29372.8

Special 36907.4 36907.4

Flat 6910.1 6910.1

Hopper 58921.7 58921.7

Long passenger car 1838.3 1838.3

Sum 1,000,452.8 99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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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열차는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 의하면 실제 설정된 상당량의 근거리 열차 중 일부를 운행하

지 않더라도 보다 공화차 운행 거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별 용량 제약 및 근거리 열차 설정 변수를 가지고 있는 변형된 수송 문제를 이용한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 및 열생성에 기초한 해법을 제시하였고, 실험을 통해 공화차 운행 거리나 공화차 수송을 위한 근거리 열차 설정 비용 측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화차 배분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는 실적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최종적인 수요량과 공급량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에서 발

생하는 부득이한 공화차의 우회 수송이나 중복 수송을 반영하지 않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해 도출한 해가 기존 실적 보다는 당

연히 좋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법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화물 사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화차 배분과 최적화 모형을 통한 공화차 배분과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확정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들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따

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확률적 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확률적 최적화 모형(stochastic optimization model) 개발 및 기존 확정적

모형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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