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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athematical model for optimizing earthwork allocation plan that minimizes earthwork cost. 

The model takes into account operational constraints in the real-world earthwork such as material-type (i.e., quality 

level of material) and quantities excavated from cut-sections, required quality of material and quantities for each 

embankment layer, top-down cutting and bottom-up filling constraints, and allocation orders. These constraints are 

successfully handled by assuming the rock-earth material as the three dimensional (3D) blocks. The study is of value 

to project scheduler because the model identifies the optimal earth allocation plan (i.e., haul direction (cut and fill 

pairs), quantities of soil, type of material, and order of allocations) expeditiously and is developed as an automated 

system for usability. It is also relevant to estimator in that it computes more realistic earthworks costs estimation. The 

economic impact and validity of the mathematical model was confirmed by performing te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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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공작업(earthworks)은 도로건설 총 비용의 약 2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이다.1) 특히, 토량배분계획(earthwork allocation 

planning; 이하 EAP)은 토공작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E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2) 본 연구는 절토구역(cut section)으로부터 얻어지는 토사의 종류, 토사종류 별 물량, 토사 반출순서, 성토구역(fill section)

으로의 토사 반입순서에 따른 추가 작업을 고려하는 E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합정수선형계획(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이하 

MILP) 모델을 제시한다. 

2. 혼합정수선형계획 모델

개발된 MILP 모델의 목적함수는 아래 식(1)과 같으며, 실제 토공작업에서 존재하는 제한조건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토사를 3D 

블록으로 가정한다. 본 MILP 모델은 토공현장(job-site), 토취장(borrow pit), 그리고 사토장(waste pit) 사이에 운반되는 토사량과 성토부위에 

적합한 토사를 적시에 운반하여 추가 작업발생을 최소화한다.








     






   






     




    ----------------  (1)

여기서, i 는 토공현장의 절토구역, j 는 성토구역, b 는 토공현장 외부의 토취장, w 는 사토장, t 토사배분 순서, xi,j,t (xi,w,t 또는 xb,j,t)는 

t시점에 절토구역 i(또는 b)에서 성토구역 j(또는 w)로 운반하는 토사량, ci,j,t (ci,w,t 또는 cb,j,t)는 절토구역 i(또는 b)에서 성토구역 j(또는 w)로 

운반할 때 소요되는 비용, axj,t 는 t시점에 j 성토구역에 적합한 토사 운반됨에 따른 추가작업 발생여부, 그리고 acj,t 는 j 성토구역에 발생한 

추가작업 처리비용이다. 또한, 제한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21개의 제약조건식들이 존재하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3. 사례연구

개발된 MILP 모델의 토량배분 성능과 도출되는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Burdett et al. (2015)에서 사용된 가상의 토량배분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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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그림 1 참조).
3)
 사례현장은 총 1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6곳의 절토가 필요한 구역(section 1, 4, 5, 6, 10, 11), 6곳의 성토가 

필요한 구역(section 2, 3, 7, 8, 9, 13), 그리고 1곳의 균형을 이룬 구역(section 12)으로 구분된다. 또한 절토구역은 토사종류 별로 구분된 

3D 토사블럭이 반출 가능한 순서대로 쌓여있으며, 성토구역 별 성토부위에 적합한 토사종류가 제시된다. MILP 모델의 연산결과는 22번의 

토사블록 이동으로 모든 구역에 계획된 구배(planned elevation)가 달성되었으며, 성토부위에 적합한 토사가 운반되어 부적합 토사로 인한 

재조정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되었음을 제시한다.

그림 1. 사례연구 토량배분계획 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토공작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고려하고, 경제적으로 E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ILP 모델을 제시했다. 개발된 

MILP 모델은 현장 실무자에게 특정 절토구역에서 각 성토구역으로 몇 개의 토사블록을 옮겨야 가장 경제적인지 제시하며, 절토구역의 토사블록을 

어떤 순서로 옮겨야 성토부위에 적합한 토사가 운반될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산결과로 제시되는 토사블록 분배순서는 토공사를 위한 

장비운영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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