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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rail crane scheduling problem with minimizing the sum of the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and make-span of rail crane simultaneously. The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impl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of completion time and minimum of start time. Make-span refers to the time 
when all the tasks are completed. At a rail terminal, logistics companies wish to concentrate on their task of 
loading and unloading container on/from rail freight train at a tim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equipment such as reach stacker. In other words, they want to reduce the range of their order completion 
time. As a part of efforts to meet the needs, the crane schedule is rearranged based on worker's experience. 
We formulate the problem as a mixed integer program.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computation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a set of data randomly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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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기존연구  

  철도화물운송시장이 독점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운송서비스가 공급자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며,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개념의 부재는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제공,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왜곡시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도의 운송수단 전환,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위한 정책적 측면, 공급자 측면 및 운영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1]. 
  본 연구에서는 화물열차에 컨테이너의 반입 및 반출 작업을 위한 크레인의 작업순서를 결정함으로써 

반입 및 반출 작업을 위한 컨테이너의 작업의 시작시점과 완료시점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크레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만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사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주사의 철송처리 작업시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여 크레인의 작업순서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단일기계 일정계획문제에서의 작업소요시간(makespan)을 의미하며,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는 입주사의 철송처리 컨테이너의 작업시작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시간의 

범위로서 정의될 수 있다. 개별 입주사는 동일한 하역장비로 육송 및 철송으로 반입 및 반출 

컨테이너의 물량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어 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특정시간대에 철송에 반입 및 

반출 컨테이너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사에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운송터미널에서는 이러한 입주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입주사의 컨테이너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크레인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계획 및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리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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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drawing of rail freight terminal

  철도운송터미널에서의 크레인 일정계획에 대한 연구로 Bostel and Dejax [2]은 철도운송터미널에서 

화물열차에 컨테이너의 적재 및 다른 열차로의 환적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컨테이너의 

저장에 대한 제약과 환적 예정인 컨테이너의 열차로의 직접할당에 따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들에 대해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저장에 대한 제약과 환적 예정인 컨테이너의 열차에 직접할당에 대한 최적화를 고려한 문제에 대해 

다품종네트워크모형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Kozan[3]은 복합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환적화물의

처리시간 및 이동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정수계획모형을 제안하였다. Jeong and Kim [4]은 철송과 항만 

터미널사이의 철송크레인의 운영과 컨테이너 운반을 통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한 문제는 세 

가지의 하위문제로 세분화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크레인이 야드트럭에 적재 및 하역예정인 

컨테이너의 작업을 맞추어 크레인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야드트럭의 정차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크레인의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수계획모형을 

제안하고 유전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유전알고리즘보다 

짧은 계산시간에 우수한 해를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과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크레인의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제안한 문제에 설명 및 정의를 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혼합정수계획모형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실험 내용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문제정의 및 수리모형

  본 장에서는 철도운송터미널에서의 크레인 일정계획문제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컨테이너의 적재(철송반출)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각 입주사의 컨테이너가 화물열차에 적재될 

위치와 시간이 결정되면 야드트럭은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이동 후 컨테이너를 싣고 정해진 화차 옆에 

정차 한 이후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화차에 적재하면 하나의 작업이 끝나게 된다. Figure 1은 화물열차가 

철도운송터미널에 도착 후 하역(철송반입)작업을 묘사하고 있다. 화물 열차가 철송장에 도착하면 

크레인은 정해진 작업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야드 트럭에 실어주고 야드 트럭은 컨테이너를 싣고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열차에 대해 적하 및 하역작업을 서로 독립적으로 

고려한다. 컨테이너를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경우 이전에 수립된 적재계획에 의해 컨테이너의 

적재위치가 결정되므로 컨테이너가 적재될 위치는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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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of 
Containers

 Handling Time : 60 Sec

 Moving Time : 30 Sec

Sequence of Handling Containers Makespan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Crane Company A Company B

Case 1 420 Sec  420 Sec 150 Sec

Case 2 510 sec   330 Sec 150 Sec

Case 3 480 Sec   300 Sec 150 Sec

Figure 2. Variance of make-span and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depending on sequence

  
  Figure 2와 같이 화물열차에 하역예정인 컨테이너 5개(입주사 A의 컨테이너 3개, 입주사 B의 컨테이너 

2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컨테이너 처리순서에 따른 3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모든 컨테이너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으로,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를 

작업시작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할 경우 1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작업순서를 나타내며 경우 2와 3은 입주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일정계획을 나타낸다. 경우 

1과 같이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하역순서를 왼쪽부터 순서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7분(처리시간 5분, 이동시간 2분)이며 입주사 A와 B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각각 7분과 2분30초가 된다.
  입주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우 2와 같이 작업이 진행되면 입주사 A와 B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각각 

5분 30초와 2분 30초이고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8분30초가 된다. 경우 3을 살펴보면 입주사 A와 B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각각 2분 30초와 8분이 된다. 입주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경우 2와 3 중에서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과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에 대해서 경우 3이 더 좋은 일정계획을 나타내므로 

경우1과 경우3을 비교해보자. 경우3은 경우1보다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1분이 증가한다. 하지만 

입주사 A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2분을 줄 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 한다. 따라서 입주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열차의 출발시간 및 작업선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차의 출발시간 또는 허용된 작업시간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면 입주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크레인 일정계획은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크레인의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다음 기호를 바탕으로 앞에 정의한 문제를 혼합정수계획모형으로 모형화하기로 하겠다. 

• 집합(Set)
- : 컨테이너의 집합, ∈
-  : 입주사의 집합, ∈
-  : 입주사 의 컨테이너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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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Parameter)
- : 컨테이너 의 처리시간

-  : 컨테이너 의 위치에서 의 위치까지의 크레인의 이동시간

-  : 화물열차의 출발시간 또는 허용된 작업시간

- : 양의 큰 수

•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
-   : 컨테이너 의 작업시작시간

-   : 1 만약 컨테이너 가 처리된 이후 가 처리되면, 0 그렇지 않으면 

-   :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

-   : 입주사 의 작업시작시간

-   : 입주사 의 작업완료시간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입주사의 컨테이너의 작업시작시점에서 작업완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의 

크기로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화물열차에 적재 및 하역 예정인 컨테이너의 작업이 모두 끝나는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입주사 ∈에 소속된 컨테이너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컨테이너 의 

처리완료시간은  로 입주사 의 작업시간 범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입주사  의 작업시간 범위  max ∀∈ min  ∀∈              (1)  

                                               

입주사 ∈  ( ≥ )가 존재할 경우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  max ∀∈∀∈                        (2)

                                            

• 혼합정수계획모형(Mixed Integer Programming Model)

Minimize 
∈
          (3)

         subject to
          ≥    ∀ ∈ ∈      (4)

     ≤     ∀ ∈ ∈      (5)

     ≤      ∀ ∈      (6)

     ≤     ∀ ∈      (7)

          ∀ ∈ ≠               (8)

      ≤ ·      ∀ ∈ ≠               (9)

    ≥    ∀ ∈                     (10)

    ≥    ∀ ∈             (11)

     ≥    ∀ ∈             (12)

    ≥               (13)

    ∈            ∀ ∈ ≠                     (14)  

272



Number of Companies Number of Containers

Data  1 3 18
Data  2 2 15
Data  3 6 16
Data  4 3 19
Data  5 2 18
Data  6 3 18
Data  7 4 13
Data  8 4 17
Data  9 3 18
Data 10 3 15

  목적함수(3)은 각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입주사의 작업시작시간부터 작업완료시점까지의 소요된 시간의 

크기를 나타내며 작업소요시간은 모든 컨테이너의 작업이 완료된 시점을 나타낸다. 제약식(4)와 (5)은 각 

입주사의 작업시작시간과 작업완료시간을 결정한다. 제약식(6)는 모든 컨테이너의 작업이 끝나는 시점인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결정한다. 제약식(7)은 크레인의 작업완료시간은 화물열차의 출발시간 이전에 

또는 허용된 작업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약식(8)과 (9)은 화물열차에서 컨테이너의 적재 

및 하역시 선후관계인 컨테이너의 처리순서를 결정한다. 제약식(10)-(13)는 결정변수의 비음 제약조건을 

나타낸다.

 3. 계산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혼합정수계획모형을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해 보았다. Table 1은 실험에 

적용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각 데이터는 화물열차에 적재되어 있는 입주사의 수와 각 입주사에 

소속된 컨테이너 수의 합인 화물열차에 적재 및 하역예정인 총 컨테이너 수를 나타낸다. 화차에 적재된 

위치 및 적재예정 위치는 임의로 발생시켰다. 화차간의 이동시간과 컨테이너 처리시간은 각각 25초와 

70초로 하였으며 허용된 작업가능시간(열차의 출발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화차간의 이동시간은 

두 개의 인접한 화차간의 이동시간이 25초가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은 화차에서 

컨테이너를 야드트럭에 하역한 이후 원위치로 돌아올 때까지의 걸린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실험환경은 Intel(R) Core(TM) i5 CPU 750 @ 2.67GHz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혼합정수계획모형은 

Microsoft Visual C++2008을 사용하여 혼합정수계획모형을 생성한 이후에 최적화 상용소프트웨어 ILOG 
CPLEX 11.2를 사용하여 수리모형을 풀었다. CPLEX 11.2를 이용한 계산 실험에서 현실에서의 크레인 

일정계획수립의 시간을 감안하여 수리모형의 풀이시간을 7200초, 즉 2시간으로 제한하여 실험하였다. 
  Table 2는 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CPLEX 11.2를 이용하여 푼 실험결과로 목적함수, 계산시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 결과를 현실에서의 크레인 일정계획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기로 하겠다. 
현실에서도 입주사의 요구로 인해 동일한 입주사의 컨테이너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일정계획이 수립되므로 현실의 작업 형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여 컨테이너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즉,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줄여주는 작업방식을 

현재의 작업방식으로 간주하여 수리모형의 결과로 수립된 크레인 일정계획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Table 1.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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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chedule New Schedule (CPLEX)
Crane 

Makespan
Sum of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Crane 

Makespan
Sum of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Data  1 1685.00 3155.00 2185.00 2035.00
Data  2 1400.00 2230.00 1625.00 1600.00
Data  3 1495.00 3365.00 2045.00 1895.00
Data  4 1780.00 4485.00 2505.00 2455.00
Data  5 1685.00 2135.00 1935.00 1785.00
Data  6 1685.00 3250.00 2110.00 2060.00
Data  7 1210.00 1420.00 1260.00 1280.00
Data  8 1590.00 2940.00 1990.00 1890.00
Data  9 1685.00 3250.00 2110.00 2060.00
Data 10 1400.00 3155.00 1875.00 1825.00

Objective Function Value Computation Time Gap

Data  1 8290.00 †7200.00 Sec  12.45 %
Data  2 6450.00   305.38 Sec   0.01 %
Data  3 7880.00   830.94 Sec   0.01 %
Data  4 9920.00  2096.00 Sec ‡17.94 %
Data  5 7440.00  1380.56 Sec ‡20.92 %
Data  6 8340.00 †7200.00 Sec   4.14 %
Data  7 5080.00    80.45 Sec   0.04 %
Data  8 7760.00  6034.70 Sec   0.00 %
Data  9 8340.00 †7200.00 Sec   5.52 %
Data 10 7400.00   746.78 Sec   0.01 %

† : feasible solution under time limit condition ‡ : Out of memory

Unit: Second

Current Schedule New Schedule
Start 
Time

Completion
Time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Start
Time

Completion
Time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Company 1 1045.00 1305.00  260.00 1565.00 1755.00 190.00
Company 2  285.00  640.00  355.00  650.00  865.00 215.00
Company 3    0.00  925.00  925.00    0.00  505.00 505.00
Company 4  950.00 1495.00  545.00 1780.00 2045.00 265.00
Company 5  760.00  830.00   70.00  530.00  600.00  70.00
Company 6  190.00 1400.00 1210.00  890.00 1540.00 650.00

Crane    0.00 1495.00 1495.00 0.00 2045.00 2045.00

Table 2. Computational Results

Table 3. Analysis of Results

    Table 4. Analysis of Decision Variables on Dat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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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Range of Order Completion Time and Crane's Makespan 

  먼저 Table 3은 현재의 작업방식과 새롭게 수립된 일정계획에서의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과 입주사 

작업시간 범위의 합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한대로 현행 일정계획보다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증가하지만 입주사 작업시간 범위의 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 

3을 이용하여 현재의 일정계획과 새로운 일정계획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Table 4와 Figure 3은 데이터 

3을 바탕으로 새로운 크레인 일정계획이 수립된 경우의 의사결정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은 기존보다 약 37%가 증가하지만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는 약 44% 감소하는 하게 

된다. 기존의 크레인의 일정계획에 의한 작업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입주사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새로운 작업 방식의 경우 철송 작업을 하는 입주사의 분산효과를 볼 수 있다. 새롭게 수립된 

크레인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되면 3 - 5 - 2 - 6 - 1 - 4의 입주사 순서로 특정시간에 

입주사의 작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감소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터미널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야드트럭의 효율적인 경로관리 및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입주사의 작업효율뿐만 아니라 

운영사의 입장에서도 터미널 운영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철도운송터미널에서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크레인 일정계획문제를 다루었다. 이 문제는 운영사의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입주사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문제로서 입주사의 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도움으로써 작업방식의 변경으로 

입주사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입주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크레인 일정계획은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입주사는 적하역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운영사의 측면에서는 시간대별로 터미널 내부의 동선 관리가 가능해져 

터미널내 혼잡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주사에 대한 서비스수준의 증가로 인해 

철도운송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향후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첫째, 제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계산 시간에 좋은 해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크레인의 작업소요시간과 

입주사의 작업시간의 범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운영사가 크레인 일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양한 

대안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화물열차에 적재 및 하역 작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크레인의 일정계획과 야드트럭의 

경로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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