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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raffic congestion in urban area cause enormous social cost including increased travel time, shipping
costs, accidents and emissions. This paper suggests methodology for finding the optimal location of public
facility where the total system cost for facility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GHG emission is minimized.
Proposed model incorporates the travel routing both access to social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travel in the
whole traffic network considering traffic congestion impact. Tabu Search, Memetic algorithm and Genetic
algorithm are applied to find near-optimum solution. We search for superior heuristic solution method through
the numerical experiments in test networks with different sizes. The Incheon case study and a series sensitivity
analyses are conducted to prove the effects of congestion, emission cost, facility size on public facility location
design and total system costs.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차량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
러한 추세로 인해 대도시 지역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통행시간비용, 사고비용, 배출가스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
생되고 있다. 교통 계획가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니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
탕으로 각종 시설의 교통량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통량 유발 시설의 입지 선정은 그 주변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교통망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가의 입장에서 공공시설
입지 설계를 통해 교통 부문의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이 때 비용 항목으로 시설비용, 통행비용(시간비용), 배출
비용(온실가스 배출비용)과 교통망의 혼잡도를 고려하였고, 시설 입지 모형을 풀이하기 위해 메타휴리스틱 기법 중 타부서치, 미미
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통행 배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화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시된 메타휴리스틱 기
법의 적용성을 다양한 크기의 교통망에 적용하여 테스트 하였으며, 사례 분석에서는 인천시 교통망에 공공시설의 일종인 복합커뮤
니티 시설의 입지 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시설 입지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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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만 고려), 교통사고
비용, 교통환경비용 등 교통 부문의 전체 사회적 비용은 51.8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혼잡비용은 20.6조원, 온실가스 배출 비
용을 포함한 교통 환경비용은 16.5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
히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중 하나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요소로,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효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의 30% 감축 목표를 발표했으며, 수송 부문에 있어
서는 33%~37%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
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

법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유발 시설 관리 방안의 하나로 도시 교통
망 내에서 교통 혼잡 및 배출가스 총량을 최소화시키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선정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시설 입지 관련
연구에서는 고정된 교통비용만 고려되었을 뿐, 온실가스 배출비
용과 교통망의 혼잡도 변화까지 적용한 교통비용을 동시에 고려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용 요소로 기존 전통적
인 시설 위치 모형에 사용된 항목인 시설비용, 통행비용(시간비
용)에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추가하여 고려하였으며, 이 때 통행
비용은 선정된 시설 입지로 인해 변화되는 교통망 혼잡도까지 반
영하여 산정되도록 최적 입지 문제를 설계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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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u Search(TS)는 타부 제약을 적용함으로써 제약적인 탐색
을 통해 단계적으로 최적해를 찾아 진행하는 기법이다.
Al-Sultan

and

Uncapacitated

Al-Fawzan(1999)은

Fixed

Charge

Facility

처음으로
Location

Model(UFLP)의 풀이에 TS기법을 적용하였으나 설계 모형이
단순하고 적용 네트워크 규모가 매우 작은 한계를 지녔고 이를
극복하고자 Sun(2006)은 진보된 TS모형을 대규모 네트워크의
UFLP에 적용하였다. Memetic Algorithm(MA)은 GA의 광
범위 탐색능력에 Local Search기법을 결합하였으며, Dias et
al.(2008)은 multi-objective dynamic location problem에
그림 1. 시설 입지 문제와 통행배정 문제 관계

MA를 적용한 바 있다.

Ⅱ. 기존 연구 고찰

Ⅲ. 모형 설계

시설 입지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다방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 모형의 목적함수 설계 요소는 시설비용, 통행비용,

Castillo et al.(2009)는 공공시설의 입지 시설을 통행비용과

배출비용으로 구성하였다. 시설비용의 경우 시설 입지 여부에만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행 패턴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특성을 지

려하여 설계한 바 있으며, 온실 가스와 관련해서는, Harris et

닌다. 하지만 통행비용과 배출비용은 시설 입지에 따라 변화하는

al.(2011)이 시설비용과 수송비용 최소화뿐만 아니라 화물이

통행 패턴에 기반하기 때문에 통행비용과 배출비용의 경우 통행

시설로 수송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패턴과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통행비용과 배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비용을 고려하기 교통망 모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 입지 문제를 설계할 때 교통망의 통행량의 변화에 따른 혼

모형에서 죤, 노드와 링크의 집합은 각각 ,  ,  로 정의한

잡도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초로 Bai et

다. 죤은 시설 위치 후보군으로 ∈로 정의 되고 이 때 시설용

al.(2011)이 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망의 혼잡도 변화까지 고려

량은  로 정의되며 이는 시설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 용

하여 식물 연료 정제 시설 입지를 설계한 바가 있지만 시설 이용

량이다.  는 통행 발생 수요 위치군으로 기존 통행 위치군과 시

자의 통행 변화만 고려하고 기존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행태는

설 유발 통행 위치군 두 종류로 나뉜다. 기존 통행 위치군은 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

설 입지와 상관없이 교통망을 이용하는 수요 위치군, 시설 유발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설 입지로 인한 통

통행 위치군은 시설 이용자를 의미하며 각각 ∈  , ∈  로 정의

행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의 통행 행태 변화까지도 예측

된다. 시설 유발 통행 수요량은  로 정의되며 모든 잠재 위치군

하고, 통행 비용뿐 아니라 배출가스로 인한 비용까지 최소로 하
는 모형은 아직 연구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에서 발생되는 전체 수요량은

  로 정의한다.

∈  



실제 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입지 설계 모형으로 Capacitated

트워크의 도로를 모사하는 링크의 집합은  라 정의하고 각각의

Fixed Charge Facility Location Model(CFLP)을 채택하였

링크(∈ )에 부하되는 통행량은  로 표현되는데  는 기존

다. CFLP 문제는 NP-Hard 문제로 해석이 매우 난해하기 때

통행 수요와 시설 유발 통행 수요를 동시에 포함한다. 이 중 기

문에 많은 기존 논문에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석하

존 통행 수요량은 
 로 정의되며 이는 기존 통행 수요가

였다. Agar and Salhi(1998)은 Lagrangean Heuristic을

Origin (출발지)에서 Destination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적용하여 용량이 제한된 시설 입지 모형을 해석하였으며,

경로 ∈  를 이용하여 이동한 통행량이다. 이때 
 가  를

Alfieri and Bardimarte(2002)는 LP-Based Heuristics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변수는 
 로 설정된다. 마찬가지

적용하여 해석한 바가 있다. 하지만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마다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추어 모형을 개발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모형마다 공통적으로 적용하기가 어
렵고, 대규모 교통망을 대상으로 해석하기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모된다.
CFLP 문제의 풀이에서 메타 휴리스틱 기법은 보편성 결여된

로 시설 유발 통행 수요량의 경우 
 로 정의 되며, 이는 기존
통행 수요가 Origin (출발지)에서 Destination (목적지)까
지 이동할 때 경로 ∈  를 이용한 통행량이다.  를 경유하는
지 여부를 판별하는 변수는 
 로 설정된다. 따라서 링크별 통행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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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할 수 있다. 시설

일반 휴리스틱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교통망 문제를

에 할당되는 수요는  로 정의하고 시설 유발 통행 수요량 
 중

해결하고자

에 시설로 할당되는 수요를 판단하는 변수를 
 로 설정한다.

제시되었다.

Ghosh(2003)는

Neighborhood

Search Heuristic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Genetic
Algorithm(GA)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모방한 확률론적 탐색



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며, 시설 할당 수
 는  가 경로 ∈

 

 
 

기법으로, Jaramillo et al.(2002)은 다양한 시설 입지 문제에

요는  

GA를 적용하여 변수 상관관계에 따른 해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의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을 나타낸다.

∈   ∈  

로 정의할 수 있다. 식(1)-식(8)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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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비용 함수로는 Hickman(1999)이 제시한 가솔린 차량

(2)

속도별 배출량 함수를 적용하였으며(10), 세부 제원은 (표 1)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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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은 목적함수인 (시설비용+통행시간비용+배출비용)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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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출 비용함수 세부 제원
L

T

K

a

b

c,d,e,f

길이

Time

429.51

-7.8227

0.0617

0

합을 최소화하는 모형식을 나타내며  는 링크 통행시간을 환산
하기 위한 계수이고  는 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

Ⅳ. 풀이 알고리즘

이다. 식(3)은 전체 시설에 할당되는 수요을 보존하는 제약식이
고 식(4)는 노드별 시설 유발 통행 발생량을 계산하는 식이다.
식(5)는 시설이 할당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실제 시설 할당 수
요량보다 같거나 커야함을 의미하며, 시설 용량 제약을 위한 식
이다. 식(6)은 전체 시설이 할당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최소한
전체 수요 발생량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식이다. 식
(7)은   가 시설 입지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로 이진수 형태를
가짐을 의미하고, 식(8)은 비음조건이다.

1. Tabu Search(TS)
Tabu Search(TS)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해를 찾아가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Seed해에서 이웃해를 찾아가는 지역해 검색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은 Genetic Algorithm(GA)와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매우 깊은 해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검색 시간
도 훨씬 짧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TS의 간략한 단계는 다음과

교통망의 통행시간 함수는 BPR식을 사용하였으며, Convex

같다.

Combination Algorithm을 적용하여 통행 분포를 결정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각 Zone 별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

≪Step1≫ 초기해 발생

고, 제시된 시설위치에 수요를 배정하기 위하여, Dummy Link

해의 수렴을 빠르게 하기 위해 초기해 발생시 Drop

를 이용한 Sink Node를 추가하였다(그림 2).

heuristic 방법을 적용하였다(Daskin, 1995). 해의 형태는 염
색체 배열 형태이며 각각의 원소는 후보 위치를 대표하고, 이진
수 형태를 지녀 시설 입지 여부를 판별한다.
≪Step2≫ 이웃해 발생
이웃해는 Local Search 기법을 적용하여 탐색을 진행한다.
Local Search는 각각의 염색체열 요소를 바꾸면서 목적함수를
비교하는 이웃해 탐색기법을 적용하였고 Tabu list(N)는 Zone
개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가 중복으로 탐색될 경우 건너뛰어
해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Step3≫ Iteration 및 종료조건
Seed를 update하고 Step2를 다시 반복한다. 만약 현재
Seed해가 이전 Seed해보다 퇴보할 경우 Local Search의
Uphill이 발생하며 탈출 횟수를 Count한다. 최종적으로 탈출

그림 2. Dummy Link 모식도

횟수가 기준 횟수를 초과하거나 Maximum Iteration Time을
초과할 경우 TS를 종료한다.

이 때 시설의 용량 제약을 위해 Dummy Link는 시설의 용
량 이상의 교통량을 가질 수 없도록 수정 David 공식을 적용하

2. Memetic Algorithm(MA)

였으며 그 형태는 식(9)와 같다(김수현, 2012).

 ≦  

      

     ⋅ 
  
    

   



    
      ⋅ 
  

  



여기서   는 링크 길이,   는 링크 용량,
 은 링크유형에 따른 평균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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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tic Algorithm(MA)는 기존 GA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일종이다. 기본적으로 GA기법의





(9)

는 매개변수,

골격을 가지되, Local Search를 적용하여 단점을 보완하였다.
MA에 대해 간략한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tep1≫ 초기 개체군 발생
초기 세대를 랜덤형으로 발생시킨다. 모든 염색체를 랜덤형태

로 발생시킬 경우 최적해로의 수렴이 매우 더디게 진행할 수 있

표 3. Meta heuristic 종료조건

기 때문에 Elite 기법을 적용한다. Elite해는 우월한 염색체를

탈출조건

Sioux-Falls

Anaheim

인천

다음 세대까지 유지시키는 방법이며 초기 Elite 해는 TS에서 적

Time(S)

200

400

15000

용한 Drop Heuristic 기법을 적용하여 발생시켰다.
≪Step2≫ GA 탐색 기법
① Fitness
적합도는 전체 염색체군 대비 각 염색체열의 목적함수 백분율
이다. 본 연구의 적합도는 최소화 문제이므로 목적함수를 역수를
취한 값의 백분율이다.
② Selection
본 연구에서는 부모해 풀에서 임의로 두 개체를 선택, 상대적
으로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유전형질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토너
먼트 방식을 적용하였다.
③ Crossover & Mutation
교배 기법은 개체군내 임의의 두 원소를 선택하고 임의의 한
지점을 난수로 발생시켜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염색 조각
을 맞교환하여 새로운 해를 발생시키는 One Point Crossover
방법을 적용하였다. 돌연변이 기법은 각각 염색 배열의 원소에
주어진 확률(P)를 주고 난수(R)를 발생시켜 확률보다 작을 경

그림 3. 인천 네트워크 교통망

우(R<P) 염색체의 원소를 뒤바꾸는 비균등 돌연변이를 적용하
모형식에서 시간가치 변환계수인  는 일반적인 교통계획에

였다.
≪Step3≫ Iteration 및 종료조건

서 적용하는 시간가치인 7500원/대‧시를 적용하였고(국토해양

최종적으로 탈출 횟수가 기준 횟수를 초과하거나 Maximum

부, 2011)  는 해외 탄소 잠재가치 추정 사례를 고려하여

Iteration Time을 초과할 경우 MA를 종료하며 그렇지 않을 경

150,000원/tCO₂를 적용하였다(국토해양부, 2011).

우 ≪Step2≫∼≪Step3≫ 반복한다.

2. 설계 교통망 결과 분석

Ⅴ.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지 설계 문제를 분석하기
본 장에서는 공공시설의 일종인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입지를

위해 TS, MA, GA를 적용하여 각각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정하는 모형을 기존 교통망에 적용하여 앞서 구축한 모형의 적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각 교통망에 TS, MA, GA 방

절성을 확인하고, 어떤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설계 모형에 가장

법을 적용하여 시간별로 변화하는 목적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

적합한지를 찾는다. 또한 온실가스 비용 증감에 따른 배출비용이

며, (표 4)는 각각의 방법론의 최적 근사해를 나타낸 표이다. 가

변화가 시설 위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장 작은 교통망인 Sioux-Falls network에서는 모든 알고리즘
에서 같은 근사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수렴 시간은 상대적으로
TS에서 가장 빠르게 근사해에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1. 설계 교통망 구축

Anaheim 및 인천 교통망의 경우 다른 알고리즘에 비에 TS의
분석에 사용된 교통망의 경우 Sioux-Falls network,
Anaheim network는 Bar-Gera(2012)의 세부 데이터를 적
용하였고 인천시 교통망의 경우 수도권교통본부(2010) 자료를

설계해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목적함수 변화 추이
TS

MA

GA

CPU
Time(s)

16.7

109

157

목적함수

2.533.E+09

2.533.E+09

2.533.E+09

CPU
Time(s)

257

359.5

74

목적함수

2.264.E+08

2.266.E+08

2.276.E+08

CPU
Time(s)

12,785

7,416

563

목적함수

2.611.E+08

2.644.E+08

2.647.E+08

적용하였다. 각각의 교통망의 세부 정보는 (표 2)와 같으며 (그
림 3)는 인천 교통망 네트워크 교통망이다. 또한 각 방법론의 탈
출 조건은 교통망 크기에 따라 다르며 탈출 조건은 (표 3)과 같

Sioux
-Falls

이 각각 적용하였다.
표 2. 교통망 세부정보

Anaheim

교통망

후보노드

노드

도로링크

Sioux-Falls

24

24

76

Anaheim

38

416

914

인천

72

408

1282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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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다수
입지되어 교통망 전체의 전반적인 혼잡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
계가 진행됨을 보인다. 또한 시설 입지 수는 배출비용 미적용시
9개소, 배출비용 환산 계수가 각각 15만원/tCO₂과 90만원
/tCO₂일 경우 11개소로 배출비용이 증가하면 시설 입지수가
점차 많아짐을 알 수 있고, 시설비용 측면에서도 온실 가스의 가
치가 점차 커질수록 시설비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론을 비추어 볼 때 온실 가스 가치의 증가에 따른 배출 비용 증
가가 시설 입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 Sioux-Falls network 목적함수 추이

표 5. 온실가스 가치 변화에 따른 비용 발생량
단위: 백만원

비용

미적용

15만원/tCO₂

90만원/tCO₂

운영비용
(시설+통행)

244.1

244.2

244.5

시설비용(수)

5.4(9)

6.7(11)

6.8(11)

통행비용

238.8

237.5

237.7

배출비용*

0
(17.02)

16.93

101.3
(16.87)

그림 5. Anaheim network 목적함수 추이

그림 7. CO₂비용 미적용시 시설입지
그림 6. 인천 네트워크 목적함수 추이

3. 배출비용 수준에 따른 결과 분석
본 연구는 녹색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온실가스 배
출비용을 총비용 항목에 포함시켰는데 특히 배출 비용의 경우 온
실가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고정된 비용이 아니라 시간
과 장소에 따라 가치가 바뀐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
면, 시설비용과 통행비용의 합인 운영비용이 온실 가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한다. 배출비용이 증가하면 시설 입지 수와
시설비용은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시설비용이 증가 정도보
다 시설 입지 수의 증가로 인한 통행 및 배출비용의 감소 추세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를 살펴
보면, 인천 네트워크에서 CO₂배출 환산 계수가 각각 0, 15만
원/tCO₂, 90만원/tCO₂일 경우 V/C비가 1보다 큰 혼잡한
링크가 밀집된 서부 지역에 시설이 주로 입지하는 경향성을 보인

그림 8. CO₂비용 15만원/tCO₂시 시설입지
* ()안은 CO₂환산비용을 15만원/tCO₂로 환산 계산하였을 때의 배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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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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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₂비용 90만원/tCO₂시 시설입지

Bar-Gera

Ⅵ. 결론 및 향후연구

(2012),

Transportation

Network

<http://www.bgu.ac.il/~bargera/tntp/>(accessed 12.10.01).

공공시설 입지는 시설로 인한 교통망 통행 패턴 변화를 고려

Castillo I , Ingolfsson. A and Sim T. (2009), Social Optimal

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존

Location of Facilities with Fixed Servers, Stochastic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설 입지에 통행 패턴까지 고려한 합리적,

Demand, and Congestion, Production and Operations

객관적인 연구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Management, 18,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통행 패턴을 고려한 통행비용 및 배출비용을 포함

p.721.

하여 총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 모형을 다
양한 풀이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 수단을 고려할 때 모든 교통량을 승용차
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지 못

Daskin M. S. (1995), Network and Discrete Location: Model,
Algorithms and Applications,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p.113.

하기 때문에 향후 실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각각의 수단에
적합한 변수를 적용하여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Dias J., Captivo M. and Climaco J. (2008), A memetic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계해를 도출할 때 발생 비용 단위를

algorithm for multi-objective dynamic location problem,

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용의 변동성

Journal of Global Optimization, 42, Journal of Global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시간의 흐름

Optimization, p.221.

에

따른

시간적

변동성을

고려한

최적

입지

설계

(multiple-period facilities location problem) 기법을 도입
한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이다.

Ghosh D. (2003), Neighborhood Search Heuristics for the
Un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Problem, Europea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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