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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del of Train Slot Allocation for Railway Network with 

Multi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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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네트워크에서 선로배분(capacity allocation)이란, 한정된 선로용량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각 열차의 네

트워크 점유시간과 공간을 철도운영자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말하며, 유럽 국가의 철도에서는 “열차경로(train path)”를, 우리나

라 국가철도는 “열차슬롯(train slot)”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1,2].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복수의 철도운영자가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공동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운영자별 열차운행비율, 우선순

위 및 착발시각 등에 경합이 발생하는 현상이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스케줄상의 많은 동적경합요소를 소수 전문가

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해결하면서 열차슬롯배분(안)을 마련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이

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실용적이며 기술적 타협이 가능한 해(solution)를 도출할 수 있는 열차

슬롯배분 모형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열차슬롯배분에 관계되는 각종 영향요소와 문제들을 정의하고, 철도

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순서, 열차시각 등을 해석하여 철도운영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열차슬롯배분 해

를 찾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Abstract It is anticipated that, in cases in which different train operators share railway network, conflicts may occur

among train operators with regard to train operation rate, train priorities, and arrival and departure time; besides this,

during times when there is high demand for trains, operators will request train operations intensively, steadily increasing

train conflict phenomena. In the present study, train operation sequence, minimum headway, arrival and departure time,

train priorities, etc., were analyzed, and while using train departure times as decision variables in variably given train

schedules, by adjusting train time requested by train operators, and finally rejecting the train times in cases in which

conflict resolution is impossible, so that various constraints can be satisfied, a train slot allocation model was suggested

to find the objective function, that is, the maximum number of train slots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cable to railway

operation.

Keywords : Train slot allocation, Conflict of train operation, Capacity allocation, Network use, Multi operator

초 록 복수의 철도운영자가 철도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별로 열차운행비율, 우선순위 및

착발시각 등에 다툼이 발생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열차운행을 신청하여 열차 경합이 증대되는

현상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열차출발시각을 결정변수로 하여 다양하게 주어진 열차시각표에서 열

차운행순서, 최소운전시격, 착발시각, 열차우선순위 등을 해석하였으며,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하도록 철도운영자들이

신청한 열차시각을 조정하고, 경합 해소가 불가능한 열차는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목적함수인 철도운영

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대 수의 열차슬롯을 찾는 열차슬롯배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열차슬롯배분, 열차경합, 선로배분, 선로사용, 복수 철도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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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2.1 선행연구 사례

박동주 외(2016)[3]는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운행계획을 최대로 수용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설정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선로배분 알고리즘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박동주 외(2016)[3]는 경부선과 호남선에 총 388개 열차가 운행하는 가

상의 열차시각표에 290개의 경합이 발생하도록 하여 진화과정 10회 이내에서 안전시격이 2분인 경우 388개 열차 중 341개 열

차가 스케줄되어 경합열차가 47개로 줄었고, 안전시격이 3분인 경우 388개 열차 중 303개 열차가 스케줄되어 경합열차가 85개

로 줄었다고 하였다. 

박범환 외(2012)[4]는 column generation 기반의 해법을 활용하여 수서평택고속철도와 경부·호남고속철도구간을 축소시킨 6

개 역을 두 철도운영자가 각각 두 개씩의 경로로 운행한다고 가정하여 열차스케줄 조정을 통해 운행열차 수를 최대화하고 철

도운영자간 배분비율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슬롯 할당에 필요한 최적화 모형과 해법을 제안하고, 모든 열차가 동일한

구간에 동일한 운전시분으로 운행한다하여도 최적화 모형의 제약식 수가 시공간네트워크의 노드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열차

수가 증가하면 추가적인 휴리스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홍순흠 외(2013)[5]는 복수의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타임슬롯 수를 감안하여 각 타임슬롯의 출발시각, 정차역 도착시각 및 정

차시분을 조정변수로 사용하여 타임슬롯별 및 정차역별로 조정변수를 변경하면서 경합이 없는 가능해(feasible solution)를 찾았

고, 경합해소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합이 발생하는 타임슬롯군을 먼저 탐색하여 우선적으로 해소방안을 찾는 것으로 1시간 동

안 12개 열차를 대상으로 경합해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U. Brannlund et al.(1998)[6]은 열차의 특정 선로구간 점유상태를 결정변수로 하여 열차운행 수익(profit)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하는 space-time network 수리모형을 개발하고, 열차운행수익은 철도운영자가 선호하는 출발시각 위반정도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Lagrange’s relaxation을 적용, 17개 정차역에 18개의 여객열차와 8개 화물열차, 22개의 여객열차와 8개의

화물열차에 대한 가상의 열차시각표를 적용하여 각각 실험하였다. 

A. Caprana et al.(2006)[7]은 열차경로에 특정 구간의 포함 여부를 결정변수로 하는 location-time network 선형정수계획법

(linear integer program) 모형을 설정하고, Lagrange’s relaxation기반 휴리스틱 방법론을 적용하여 Lagrange’s profit이 높은 열

차 순으로 스케줄을 확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V. Cacchiani et al.(2008)[8]은 네트워크상의 경로(path) 자체를 결정변수로 하여, 열차경로의 수익(profit) 총합을 극대화하는

선형정수계획법으로 Lagrange’s relaxation과 column generation을 결합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221개 열차, 17개 역

에 대한 열차시각표 문제를 다루었다. 

Liu et al.(2009)[9]은 철도네트워크를 space network로 설정하고 gantt chart 방법론으로 가상의 열차시각표 문제를 다루었는

데, multiple track을 모델링하기 위해 blocking parallel-machine job shop scheduling 모델과 alternative graph에 의한 문제의 표

현을 제안하고, 10개의 단선구간과 9개의 복선구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하행열차 6개와 상행열차 4개에 대한 선로배분에

FSP(Feasibility Satisfaction Procedure)를 적용하였다.

D’Ariano et al.(2008)[10]은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alternative graph에 의한 열차스케줄 최적화를 제시하였으며, Tomii

et al.(2005)[11]도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한 열차스케줄 최적화기법을 연구하였다.

2.2 선행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들은 거시적 관점의 경로탐색사례로 볼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열차종류가 다양하고

운행횟수와 운행간격, 착발시각들이 경합되며 철도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현실적 문제들을 신속하고 쉽게 해결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열차시각을 조정하

여도 경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당해 열차를 신청한 철도운영자와 협의 조정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수

리모형 방법론으로 풀기에는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모형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표현방식으로는 train diagram과 같은 형태인 time-space

network 모형이 표현방식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에서 장점이 많고, 방법론적으로는 메타휴리스틱이 간단하고 구현하기 쉬우며

열차슬롯배분에 관련된 다양한 제약요소들을 형태와 관계없이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철도운영자 간 열차운행비율,

최소운전시격, 열차우선순위 등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선로배분권자와 철도운영자간의 협의 조정을 통한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 열차경합문제를 해소하는 실용적 모형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그 방법론은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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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문제에 적용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적·절차적 명확성과 투

명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무적으로 다루기 쉽고 빠른 시간 내에 구현 가능하며 해(solution)의 적절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모형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열차슬롯배분 모형

3.1 문제의 정의

3.1.1 열차경합 해소순위

국토교통부 선로배분지침은 여객열차 ±5분, 화물열차 ±30분 범위 내에서 선로배분권자의 열차시각 조정, 당해 열차를 신청한

철도운영자와 협의 조정, 선로배분지침에 정한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선로사용료가 최대가 되는 열차조합 우선, 추가

선로사용료 우선 등의 순으로 경합열차를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차종별 배분우선순위에 관하여도 철도운영자가 형평성

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권자가 선로배분지

침에 정해진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로배분지침에는 동종의 열차가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동일 시간대의 열

차종류별 배분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3.1.2 철도네트워크 경합요소

(1) 복수 철도운영자가 철도네트워크를 공동 사용할 경우의 경합요소

복수 철도운영자가 철도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째, 열차운행순서, 도중 정차역, 착발시각, 착발선 등의 경합이

발생하며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열차운행을 신청하여 열차 경합이 증대된다. 둘째, 철도운영자별 열차운행비

율 및 동종 열차에 대한 철도운영자 간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용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운영자보다 임시열차슬롯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획득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공급적 선로용량과 수요적 선로용량의 경합

선로용량은 열차조합방식 즉,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순서, 도중역 정차방식과 대피취급 여부 등에 달라지는 것이므로 선

로용량 한계에 도달하는 구간에서는 선로배분권자가 관리하는 선로용량과 철도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선로용량 간에 경합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3) 국가의 철도네트워크 운영정책과 철도운영자의 영업전략 경합

철도운영자들은 영업수익을 위하여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많은 열차슬롯을 확보하려고 하며, 국가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선

로사용의 안전성과 공익성,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선로작업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을 일정부분 규제하

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되어 2013년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공정한 운영구조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로

배분, 통행 우선순위, 선로사용료 등을 정부에서 공정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경쟁효과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6년 국토교

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선로작업시간 확대를 통한 선로작업 안전강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 이론적 운전시분·운전시격과 실용적 운전시분·운전시격의 경합

열차종별 운전시분은 인프라 조건과 차량성능 등 물리적 조건을 기초로 산정된 값에 열차지연 등을 고려한 여유(margin)를

추가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여유를 주는 경우 시종착구간 전체 운행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동종 열차임에도 철도운영자

별로 운전시분 차이가 크거나 최소운전시격에 여유가 많은 경우 배분 가능한 열차슬롯 수를 감소시켜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5) 승강장 점유시분 및 도착선 수

승강장 점유시분은 도착선 정차열차 출발 후 후행열차의 도착을 위한 신호를 개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동

일선로에 열차를 연속적으로 도착시킬 때 제약요소가 된다. 먼저 도착한 열차의 정차시분과 승강장 점유시분에 관계없이 다음

열차를 연속적으로 도착시킬 경우에는 승강장과 도착선이 둘 이상 설치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열차슬롯배분 모형

3.2.1 결정변수와 목적함수

본 연구의 열차슬롯배분 모형은 열차출발시각을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로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배분 가능한 최대 수의

열차슬롯을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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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약조건

(1) 열차운행순서 

열차운행순서는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시각표에 정한 순서가 준수되어야 한다. 

(2) 열차우선순위

선로배분지침에는 요일별·시간대별로 열차종류별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나, 동종 열차가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와 동일

시간대의 열차종류별 운행비율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모형에서는 선로배분지침이 규정한 요일별·시간대별 열차종류별 우선

순위 외 철도운영자별로 사전 정의한 열차우선순위, 선로사용료 우선순위가 적용되게 한다. 

(3) 최소운전시격

역간에는 신호시스템이 허용하는 최소운전시격이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선행 정차열차와 후행 통과열차 간에는 도착안전시

격이 확보되고, 통과열차가 역을 통과한 후 출발하는 열차는 출발안전시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역간 추월과 대피 금지

역간 도중에서 열차의 추월과 대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시각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선행열차가 후행열차보다 운행속도

가 낮거나 도중역 정차에 따라 역간 운전시간이 긴 경우 역간 도중에서 후행열차에 의한 추월과 대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행

열차의 출발시각이 결정되어야 한다. 

(5) 열차특성

국가의 철도교통정책 또는 철도운영자의 영업전략에 따라 반드시 운행되어야 하는 열차 또는 비 경쟁노선으로 운행하는 열

차 등은 착발시각이 변경되더라도 경합해소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6) 선로작업시간

사전에 결정된 선로작업시간과 열차시각이 경합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시발역 첫 열차와 마지막 열차의 출발시각은 경합

해소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열차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인프라 점검시간과 경합되는 열차슬롯이 배분되지

않아야 한다.

(7) 도착선 수 및 승강장 점유시분

선행열차의 각역 정차시간, 도착선과 승강장 수를 고려하여 후행열차를 도착시키도록 한다. 도착선이 1개인 경우에는 정차열

차가 다시 출발하여 도착선이 비워졌을 때 후행열차의 도착을 위한 신호가 개방되고 이에 따라 후행열차에 불필요한 감속이 일

어나지 않아야 한다.

(8) 복합열차 처리

시종착역과 도중 정차역, 그리고 그 착발시각이 같은 열차는 복합열차로 해석하여 1개 열차슬롯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2.3 파라메타 설정

앞에서 말한 제약조건들을 Table 1과 같이 세 가지 파라메타로 설정하여 열차슬롯배분 알고리즘 실행과정에 적용한다. 

3.3 열차슬롯배분 알고리즘

3.3.1 알고리즘 구조

본 연구에서는 메타휴리스틱 방법을 개선하여 열차슬롯배분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

시각표를 기초로 열차시각 조정을 최소화하여 열차슬롯 수를 최대화하는 A* algorithm과 열차시각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Table 1. Classification of parameters.

Parameters Contents

Initial parameter

- Trains with fixed arrival/departure time

- Non-removal trains

- Track possession time for maintenance work 

Track condition 

parameter

- Passing loops at intermediate stations

- The number of arrival tracks at stations

- Minimum headway

- Platform possession time at arrival tracks

Priority parameter 

- Priority by train types

- Priority of trains designated by operators

- Maximum track access charges



최종빈 · 이진선

14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년 2월)

앞으로 이동시켜 열차슬롯 수를 최대화하는 greedy algorithm을 적용하여 열차시각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열차슬롯 수가 최대로

되는 해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A* algorithm과 greedy algorithm에서 구한 열차슬롯 수가 같은 경우 열차시각 조

정을 최소화하는 A* algorithm이 우선 적용되게 하였다.

3.3.2 제약조건 적용방법

제약조건 중 열차종류별 배분 우선순위, 열차대피 여부, 네트워크 운영전략상 운행되어야 하거나 착발시각이 준수되어야 하

는 열차들은 알고리즘 실행과정에서 다른 제약조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나머지 선로배분지침이 규정한 경합해소방

법인 “선로사용료가 최대로 되는 열차 조합” 및 “추가 선로사용료”를 제약조건으로 하는 해는 본 알고리즘에 의하여 도출된 초

기해 상태에서 이러한 제약조건을 옵션으로 추가 적용하여 해를 찾도록 한다. 이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다른 제약조건들과 복

합적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해를 찾을 경우 열차슬롯배분 모형이 매우 복잡해져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고 알고리즘 실행에도 장

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3.4 열차슬롯배분 프로그램

3.4.1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열차슬롯배분 프로그램은 각 역 도착선 수 등과 같은 네트워크정보와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계획정보를 호출하여 배분 대상

열차를 정하고 기준열차(standard train)를 지정하여 train diagram 모델을 정의한다. 그 다음으로 파라메타를 설정하여 열차스케

줄 조정에 적용되는 제약조건을 정의한다.

열차슬롯배분 해를 구하는 작업은 사전 정의된 파라메타를 만족하면서 열차 경합이 완전히 해소된 최대 수의 열차슬롯을 도

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인 열차슬롯배열을 train diagram으로 표시함과 더불어 열차시각표를 업데이트한다. Fig. 1은 열차슬롯배

분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3.4.2 해 탐색 프로세스

열차슬롯배분 알고리즘의 해 탐색 프로세스는 Fig. 2와 같다. 해 탐색은 초기파라메타에 의하여 열차스케줄 조정에 제약을 두

고 시작하며,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시각표, 열차번호, 운전시분과 같은 열차운행계획정보를 기초로 열차들을 출발순서대로

Fig. 1. Process of train slo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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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하고, 열차시각을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초기파라메타(initial parameter)와 선로조건파라메타(track condition parameter)

를 만족하는 열차슬롯이 최대가 되도록 재배열한다. 

열차슬롯 수가 최대로 되는 배열을 구하였다면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를 넘는 열차들을 판별하여,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를

넘는 열차들이 존재하는 경우 선·후행 열차 간의 역별 경합여부를 비교하여 이를 제거한다. 이 때 우선순위파라메타(priority

parameter)를 적용하는 경우 동 파라메타 값을 기준으로 제거하고 우선순위파라메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 밖의 열차를 출발시각순서대로 제거한다. 그리고 하나의 경합을 해소한 후에는 선로조건파라메타 제약조건을 만족하

고 경합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loop routine을 거친다.

4. 적용성 검증 및 분석

4.1 첨두시간대 열차를 대상으로 한 적용성 검증

4.1.1 적용데이터

동일 고속철도 네트워크에서 경쟁하는 2개의 철도운영자가 첨두 1시간 동안 평균 5분 간격으로 서울?용산발 6개 열차, 행신

발 2개 열차, 수서발 4개 열차 등 총 12개 열차 운행을 신청한 가상의 시각표를 활용하여 본 연구 모형에 의한 해 탐색 과정을

설명하고 그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4.1.2 제약조건

적용한 제약조건은 Table 2, 역별 도착선 수는 Table 3과 같다.

Fig. 2. Process of solution search for train slo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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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열차시각 조정범위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는 선로배분지침에 정한 여객열차 ±5분을 적용하였다.

4.1.4 모형 적용 전 열차슬롯 배열상태

Fig. 3은 본 연구 모형을 적용하기 전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시각표를 train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519열차와 523열

차는 시발역 출발시각과 종착역 도착시각이 동일하여 복합열차로 처리되어 1개 슬롯으로 표시되었으며, 6개소에서 최소운전시

격이 확보되지 않고 역간에서 추월이 발생하는 등 경합이 발생되었다.

4.1.5 해 탐색 방법 및 모형 적용결과

열차시각을 ±5분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Table 2의 제약조건과 Table 3의 역별 도착선 수를 준수함과 더불어 열차경합을 해

Table 2. Constraints.

Constraints Value

Arrival headway 2min.

Departure headway 1min.

Headway between stations 3min.

Platform possession time 1.5min.

Table 3. Number of arrival tracks at stations.

Name of station Tracks Name of station Tracks Name of station Tracks

Seoul 7 Gwangmyeong 2 Dongdaegu 2

Yongsan 4 Cheonan-Asan 2 Singyeongju 1

Noryangjin 1 Osong 2 Ulsan 1

Yeongdeungpo 1 Daejeon 2 Busan 4

Geumcheon-Gu office 1 Gimcheon-Gumi 1

Fig. 3. Train diagram requested timetable for peak tim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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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경합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열차슬롯 수가 최대가 되는 조합으로 경합열차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열차슬롯을 재배

열하여 최대 수의 열차슬롯을 탐색하는 과정이 5단계에 걸쳐 실행되어 복합열차가 포함된 9개 열차 8개 슬롯을 해로 얻었다. 

1단계로, 허용범위 내에서 열차시각 조정을 최소로 하여 열차슬롯을 배치함으로써 최대 열차슬롯수를 탐색한 결과 시각조정

허용범위 밖의 열차가 7개로 나타났다. Fig. 4는 1단계 실행결과를 나타낸 train diagram이다.

2단계는,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열차들을 최대한 앞당겨 주어진 열차들을 배치함으로써 최대 수의 열차슬롯을 탐색

한 결과로서 시각조정 허용범위 밖의 열차가 4개로 나타났다. Fig. 5는 2단계 실행결과를 나타낸 train diagram이다. 따라서 3

단계부터는 시각조정 허용범위 밖의 열차 수가 적은 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열차슬롯 수가 최대로 되는 조합으로 경합열차를

제거하면서 경합이 해소되었다. 

Fig. 6은 3단계로, Fig. 5에서 141열차와 SR157열차가 오송역에서 경합되어, 141열차는 시각이동이 5분이고 SR157열차는 시

각이동이 8분이므로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를 넘은 SR157열차가 제거된 결과이다.

Fig. 7은 4단계로, Fig. 6에서 141열차와 SR147열차가 오송역에서 경합되어, 141열차는 시각이동이 5분이고 SR147열차는 시

각이동이 6분이므로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를 넘은 SR147열차가 제거된 결과이다. Fig. 8은 마지막 5단계로, Fig. 7에서 천안

Fig. 4. Train diagram of the 1st step. Fig. 5. Train diagram of the 2nd step.

Fig. 6. Train diagram of the 3rd step. Fig. 7. Train diagram of the 4th step.

Fig. 8. Train diagram of the 5th step. Fig. 9. Train diagram result of train slot allocation for peak tim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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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역에서 경합된 141열차가 제거된 후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경합이 모두 해소되어 복합열차를 포함한 9개 열차가

8개 슬롯으로 배분된 결과이다. Fig. 9는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한 최종결과를 전체구간 train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4는 본 연구모형에 의한 해 탐색 단계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5는 최종 배분된 열차시각표이다. 9개 열차 중 2

개 열차는 신청한 시각대로 배분되었으며, 4개 열차(3개 슬롯)는 신청된 시각보다 앞당겨졌고 3개 열차는 늦추어졌다. 또한, 행

신발 2개 열차는 서울·용산·수서발 열차와 함께 열차시각 조정과정에서 서울~오송구간의 시각이 변경됨에 따라 행신역 출발시

각도 연계되어 변경되었다.

4.1.6 적용결과 분석

첨두시간 12개 열차를 대상으로 열차운행순서, 최소운전시격, 역별 도착선 등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열차시각을 ±5분 범

위 내에서 조정하고, 이것으로도 경합을 해소할 수 없는 열차들을 제거하여 9개 열차 8개 슬롯을 해로 얻어 천안아산~오송구간

은 8개 슬롯, 동대구~부산구간은 5개 슬롯이 배열되었다. 이는 2016년 11월 현재 경부고속철도 광명~오송역구간에 첨두시 10

개 슬롯, 비 첨두시 8~9개 슬롯이 운행되고 동대구~부산구간에 첨두시 6개 슬롯, 비 첨두시 5개 슬롯이 운행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본 검증에는 두 철도운영자가 각각 가상의 열차시각표를 작성하여 열차슬롯을 신청한 것으로 하였고, 현재의

열차운행형태는 단일 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으로서 선로배분권자와 철도운영자 간의 검토·조정을 거쳐 확정된 열차시각표

에 의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더불어, 본 검증에는 열차시각 조정범위, 최소운전시격, 역별 도착선 수만 제약요소로 하고 선로작업시간, 열차종별 우선순위,

선로사용료 우선순위, 철도운영자별 열차우선순위 등의 제약조건은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제약조건들은 본 연구의 알고리

즘에 의하여 도출된 초기해 상태에서 이러한 제약조건을 옵션으로 추가 적용하여 해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모형에 의하

여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적용된 해를 찾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Table 4. Results of searched sequences for train slot allocation for peak time operation.

Searched

sequences

Allocated

trains

Removed 

trains

Trains exceeding 

time adjustment 

range

Trains in compliance 

with requested 

timetable

by operators

Trains with advanced 

departure time

Trains with delayed 

departure time

The number 

of trains

Total adjusted 

time

The number 

of trains

Total adjusted 

time

1 12 0 7 3 0  0 2  0.5

2 12 0 4 1 4 12.5 3 11.5

3 11 1 3 1 4 12.5 3 11.5

4 10 2 2 1 4 12.5 3 11.5

5  9 3 0 2 4 12.5 3  8.0

Table 5. Results of train slot allocation for peak time operation.

Train 

identification

Departure

station

Arrival

station

Timetable requested by operators Results of train slot allocation

Departure time Arrival time Departure time Arrival time

139 Seoul Busan 13:10:00 15:59:00 13:07:00 15:56:00

141 Seoul Busan 13:30:00 16:07:00 Removed

147 Seoul Busan 13:15:00 16:04:00 13:10:00 15:59:00

157 Seoul Busan 13:32:00 16:12:00 13:32:00 16:12:00

517 Yongsan Mokpo 13:05:00 15:23:00 13:05:00 15:23:00

519 Haengsin Mokpo 12:45:00 15:54:00 12:40:30 15:49:30

523 Haengsin Mokpo 12:45:00 15:54:00 12:40:30 15:49:30

681 Yongsan Iksan 13:37:00 15:37:00 13:38:30 15:38:00

SR145 Suseo Busan 13:30:00 16:00:00 13:32:30 16:02:30

SR147 Suseo Busan 13:42:00 16:17:00 Removed

SR155 Suseo Busan 13:32:00 16:02:00 13:36:00 16:06:00

SR157 Suseo Busan 13:40:00 16:15:00 Removed



복수 운영체제에서의 철도네트워크 열차슬롯배분 모형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년 2월) 151

4.2 일간 전체 열차를 대상으로 한 적용성 검증

4.2.1 적용데이터

두 철도운영자가 서울, 용산, 수서에서 각각 출발하여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운행하는 일간 207개 열차를 신청한 시각표를 대

상으로 해를 도출하였다. 207개 열차 중 복합열차는 28개로서 전체 열차슬롯 수는 193개이다. Fig. 10은 신청된 전체열차 시각

표를 train diagram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총 90개소에서 경합이 발생하였다.

Fig. 10. Train diagram of timetable requested by operators.

4.2.2 제약조건

적용한 제약조건은 Table 6, 역별 도착선 수는 Table 3와 같다.

4.2.3 열차시각 조정범위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는 선로배분지침에 정한 “여객열차 ±5분”을 적용하였다.

4.2.4 적용결과

신청된 207개 열차에 대하여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 모형에 의하여 17단계까지 실행되어 192개 열차가 배분되

었다. 192개 열차 중 시각조정 허용범위를 벗어난 열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철도운영자가 신청한 열차시각이 준수된 열차는 16

개, 열차시각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신청시각보다 앞당겨진 열차는 130개 열차, 늦추어진 열차는 46개이다. 그리고 192개 열차

중 복합열차가 28개이므로 평택접속부에서 오송역구간의 열차슬롯은 178개이다. 이를 노선별로 보면 Table 8과 같이 경부고속

철도 131개 열차 122개 슬롯, 호남고속철도에 61개 열차 56개 슬롯이다. 

Table 6. Constraints.

Constraints Value

Arrival headway 2min.

Departure headway 1min.

Headway between stations 3min.

Platform possession time 1.5min.

Daily train operation time 05:00~23:30

Track inspection time at daytime 1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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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한 열차슬롯배분결과를 나타낸 train diagram이다.

KORAIL과 SR이 수서평택고속철도 개통초기 운행계획으로 신청한 일간 207개 열차(193개 슬롯)를 대상으로 열차운행순서,

최소운전시격, 역별 도착선 수, 일간 영업운행시간, 선로점검시간 등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열차출발시각을 ±5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경합을 해소할 수 없는 열차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192개 열차(178개 슬롯)를 해로 얻었다. 열차운행밀

도가 가장 높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오송역구간에 배분된 178개 슬롯은 현재의 동 구간 선로용량 190회의 약 94%에 해당되며

평균 5.9분 간격, 시간당 10.2개의 슬롯이 배분된 것이다. 이는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조정을 통하여 얻은 200개 열차(186개 슬

롯)의 약 96%에 해당되어 본 연구의 모형은 그 적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로배분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이러한 해를

찾는 경우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나 본 연구 모형에 의하는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되어 열차슬롯배분에 소요되

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Table 7. Results of the searched sequences for train slot allocation for daily timetable.

Searched

sequences

Allocated

trains

Removed 

trains

The number of trains 

exceeding time 

adjustment range

The number of trains in 

compliance with

requested timetable by 

operators

Trains with advanced 

departure time

Trains with delayed 

departure time

The 

number 

of trains

Total 

adjusted 

time

The 

number 

of trains

Total 

adjusted 

time

 1 207  0 121 31  0 0 55 122.5

 2 207  0 93 10  64 208.0 40 112.0

 3 206  1 91 10  68 226.0 37 102.5

 4 205  2 90 10  69 235.0 36  98.5

 5 204  3 88 10  73 251.5 33  87.5

 6 203  4 87 10  74 252.5 32  82.5

 7 202  5 75 11  79 265.0 37  85.0

 8 201  6 73 11  80 266.5 37  85.0

 9 200  7 72 10  81 269.0 37  85.0

10 199  8 29 14 106 356.0 50 107.5

11 198  9 17 15 114 372.0 52 112.0

12 197 10  9 14 122 404.0 52 102.5

13 196 11  8 14 122 407.0 52 102.5

14 195 12  4 15 130 432.5 46  84.0

15 194 13  3 15 130 436.5 46  84.0

16 193 14  1 16 130 446.5 46  86.0

17 192 15  0 16 130 450.5 46  86.0

Table 8.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train slot allocation and the timetable requested by operators.

Classification Departure station

The number of trains The number of slots

Total
Gyeongbu 

HSR

Honam

HSR
Total

Gyeongbu 

HSR

Honam

HSR

Requested timetable 

by operators

Seoul, Yongsan 142  99 43 128  90 38

Suseo  65  45 20  65  45 20

total 207 144 63 193 135 58

 Results

Allocated trains

Seoul, Yongsan 136  94 42 122  85 37

Suseo  56  37 19  56  37 19

total 192 131 61 178 122 56

Removed trains
Seoul, Yongsan  6  5  1  6  5  1

Suseo  9  8  1  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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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종점구간 사이에 다양한 열차가 다양한 정차패턴(skip-stop operation)으로 조밀하게 운행되며 복수의 운영자가 각

각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열차시각표를 작성하여 선로사용을 신청하는 철도네트워크에서 전체열차 시각표를 대상으로 열차

슬롯배분(안)을 찾는 작업은 본 연구 모형에 의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열차출발시각을 결정변수로 하여 철도운영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대의 열차슬롯 수를 구하는 열차슬롯배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메타휴리스틱 방법을 개선하여 열차시각 조정을 최소화하여 열차슬롯 수를 최대화하는 A*

algorithm과 열차시각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으로 이동시켜 열차슬롯 수를 최대화하는 greedy algorithm을 적용하면서 두

알고리즘에서 구한 해에서 열차시각조정 최소화와 열차슬롯 수 최대화의 융합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첨두시간 12개 열차를 대상으로 해 도출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KORAIL과

SR 두 철도운영자가 수서평택고속철도 개통 초기 열차운행계획으로 신청한 전체 207개 열차(193개 슬롯)를 대상으로 본 연구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오송역구간 선로용량의 약 94%에 해당되고 철도운영자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얻은

200개 열차(186개 슬롯)의 약 96%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어 본 연구 모형의 적용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모형은 실제 크기의 철도네트워크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열차스케줄과 행태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철도운영자들이 신청한 열차스케줄에 가장 근접되도록 열차슬롯을 배분할 수

있어 네트워크 사용에 관계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슬롯배분결과를 train diagram으로 나타내어

이해관계자의 검토?수정?확인, 열차슬롯 추가배분 가능성 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열차슬롯배분상의 기술적?절차

적 명확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열차슬롯배분에 관련되는 모든 제약조건들을 수리모형을 활용하여 복합

적으로 동시에 최적해(optimal solution)를 찾는 방법은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실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

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운전시격, 선로작업시간, 특정 열차의 출발시각 고정 또는 제거 금지 등의 제

약조건들은 본 연구 모형에 의하여 해를 바로 찾되, 시간대별 열차종별 우선순위, 선로사용료가 최대로 되는 열차 조합, 추가

Fig. 11. Train diagram result of train slot allocation for daily tim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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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사용료 등의 제약조건들은 본 연구 모형에 의하여 얻어진 초기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약조건을 추가 설정하여 해를 도출

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열차슬롯배분 모형의 복잡성과 부하(load)를 경감시키고, 기존 연구방법론으로는 해를 찾을 수 없거

나 해 탐색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로배분지침이 규정한 경합해소절차를 본 모형에 의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의 분기·합류를 고려할 수 있다. 열차슬롯배분 대상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이 네

트워크를 기준으로 당해 열차의 시각이 변경되면 연계된 네트워크에서의 열차시각까지 일괄적으로 조정되는 편리성이 있다. 이

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기존의 수리모형이나 선로배분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방법보다 해 도출이

정확하고 빠르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요인도 줄일 수 있어 열차슬롯배분과 철도네트워크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철도운영자의 수에 관계없이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순서,

운행간격, 도중역 정차 여부 등이 열차스케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을 쉽게 모색할 수 있어, 국가 또는 철도시설관리자

의 선로배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열차스케줄 구상이나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도구로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철

도건설·개량사업을 위한 관련계획의 수립과 그 적정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는 열차운행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열차운행계획에 근거하여 이를 실행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선로용량 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선로용량은 동일한 인프라 조건에서

도 열차운행순서, 도중역 정차패턴 등 열차운행방식에 따라 그 값이 변화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 모형에 의하여 얻어진 최대 열

차슬롯 수를 선로용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경합열차를 규칙기반방식(rule-based solution)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외 다른 방

법론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열차종류별 우선순위, 선로사용료가 최대가 되는 열차 조합, 선로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열차, 철

도운영자가 선택한 열차우선순위 등의 조건들을 열차시각 조정과 함께 복합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를 찾는 방

법을 본 연구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주어진 전체열차를 대상으로 열차출발시각을 결정변수로 하여 최대 수의 열차

슬롯을 찾는 것을 목적함수로 설정한 바, 특정 시간대의 최대 열차슬롯 수 제한 또는 열차종별 열차슬롯 수 제한과 같은 제약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열차가 한 노선에서 분기되어 다른 노선을 운행하다가 다시 원래 노선에 합류하는 경우 두 네

트워크를 운행하는 모든 열차들을 통합하여 배분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첫째, 규칙(rule)에 기반하여 경합열차를 제거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경합되는 열차의 역간 운행시간 또는 정차시분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경합을 해소하는 알고리즘 모형도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열차운행수요가 선로용량의 한계에 달하는 네트워크에서 열차 경합이 많고 선로배분권자의 열차시각 조정범위가 제

한적인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열차종류별 우선순위, 선로사용료가 최대가 되는 열차 조합, 선

로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열차, 철도운영자가 선택한 열차우선순위 등의 조건들을 다른 제약조건들과 복합적으로 동시에 최적

화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열차슬롯배분 해를 찾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시간대의 네트워크 혼잡도를 고려

한 열차슬롯 수 제한, 다양한 열차이용 선호도를 고려한 열차종별 운행비율 제한과 같은 제약조건을 반영하고, 열차가 한 노선

에서 분기되어 다른 노선을 운행하다가 다시 원래의 노선에 합류하는 경우 두 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일괄적으로 배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통합형 열차슬롯배분 모형과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열차출발순서와 역별 정차횟수, 착발시각

등 열차슬롯배분규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따라 철도운영자들의 선로사용 신청을 받아 열차슬롯을 배분하는 방안을 구상하

고 그 효과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열차운행밀도가 높은 구간에는 특정 열차의 근소한 지연이

연쇄적으로 다른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며 운행시분과 운행시격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열차슬롯 수의 결정과 배분된 열

차슬롯의 안정적 실행에 큰 영향을 주므로 열차슬롯배분에 적용되는 역간 운행시분과 운행시격이 어느 정도의 탄력성

(flexibility)을 가져야 하는지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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