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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in operations run trains to well-scheduled time table and the ideal case would be to have the trains 

running exactly as scheduled. The train delay resulted from the overcrowding takes place frequently 

in Seoul metro line 2, and doesn't keep the predefined headway. It requires to analyze the train delay 

caused from the overcrowding. 

In this paper we modeled, simulated, and analyzed the delay to disclose the effects in the line 2 

operation. The modeling consists of trains entering into the line, running on the line and exiting from 

the line. The simulation carries out with statistical perturbation and analyzes the disturbance. 

1. 서 론

도시철도의 운용은 계획된 열차 시간표에서 운용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열차 시간표는 도시철도에 관련된 모든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

철도의 수송능력 내에서 열차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사의 운전

선도 준수, 시스템의 완벽한 동작 및 계획된 시간 내에 승객의 승하차 등이 보장되어야 한

다. 이런 경우는 열차시간표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관사가 운전선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관사의 숙련된 기량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고

장의 경우는 예방정비 등을 통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

차 수송능력 이상으로 승객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필연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승객이 폭주하는 경우는 과밀로 인하여 승하차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열차의 정차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승객의 증가에 따라 열차를 증편하여 투입할 수 있으나, 선로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선로용량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여도 그 이상으로 승객이 폭주하는 경우는 열

차 지연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후속열차들도 연속적으로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구간에 열차들이 집중되어 운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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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되는 지하철 구간의 혼잡도는 각 도시의 교통인구에 대한 지하철의 수송수요 분

담 및 도시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승차효율이라는 지표로 그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

다. 승차효율이란 차량정원에 대한 승차인원의 비율로서 승객의 쾌적도와 열차안전운행 및 

정시운전 등을 고려하여 그 노선에 적정한 혼잡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산술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승차효율(혼잡율)=[승차인원(좌석인원+입석인원)/차량정원]×100(%)

국내 대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대부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제시된 혼잡율(입석정원의 150%이내)을 적용하였으나, 일부 혼잡노선의 피크시간에서는 

200%을 초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메트로 2호선의 신도림~삼성구간의 러시아워 시간에는 수송능력의 202% 혼잡도가 

발생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호선의 경우는 혼잡시간대 혼잡율 완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여 혼잡도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1. 서울메트로 각 노선별 혼잡도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승객혼잡도(200%이상)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열차운행시격

에 미치는 영향(시간적 개념)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적용 데이터는 서울메트로 노

선중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을 대상으로 열차운행시격의 실측 데이터와 승객의 승하차시간을 

기준으로 외란 영향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2. 열차 운전계획

2.1 열차다이아

열차운전계획은 수송수요에 따라 열차편성과 운전시격을 결정한다. 열차운전계획에 고려

되는 요소는 차량 및 승무원 가용현황, 전력공급 용량 등이 있고, 선로조건, 차량성능 등을 

고려한다. 두 역간은 차량의 성능과 선로특성에 따라 운전선도를 작성하여 주행시간을 추정

하고, 정차시간은 승객 수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회복시간 및 예정된 대기시간을 고려한다. 

역간의 운전선도와 역에서 정차시간을 고려하여, 시점과 종점간의 주행곡선과 차량 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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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 없도록 주행곡선을 배치한 것이 열차운전계획이 된다.

 

 

             그림2. 열차운전계획 시각표

역간 차량의 주행시간과 정차시간을 열차 주행시간 Ti
ab
라 할 때, Ti

ab
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T i
ab=T rt-ab+T st-b

 -----①

  Ti
ab
 : 열차 “i”의 역간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

T i
rt-ab

 : 역 “a"에서 역“b” 까지 주행시간

T i
st-b

 : 역“b”에서 정차시간

한 열차의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주행시간 T i
total

 은 통과하는 모든 역의 열차 주행시간을 

합한 것과 같다.

T i
total = ∑

i
T i

ab

 -----②

2.2 승객 폭주에서 승객의 승하차 시간

짧은 운전시격으로 효율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역 정차시분이 짧을수록 유리하지만, 

역 정차시분은 승객의 승하차 소요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승객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운행계획은 첨두시의 최대혼잡구간의 수요를 기준으로 차량수송 인원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다음은 역 정차시간 산출식을 나타낸 것이다. 

       Td =
P1+P2)

(60/Th)×n×N×F×Q
+(출입문계폐시간)+(여유시간) ----- ③

P1: 각 정거장 시간당 승차인원     P2: 각 정거장 시간당 하차인원

          Th: 최소운전시격(분)              60/Th : 시간당 열차횟수

          n: 편성량수                        N: 차량의 출입문수

          F: 초당 승하차인원                Q: 불균등 Facto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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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서울메트로 2호선 본선 일일 평균 이용 승객 

상기의 식 ③에서 초당 승하차인원(F)의 경우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 1.43인/sec, 홍콩 

1.18/sec 를 적용하고 있다. 

정차시간은 승하차인원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 할 수도 있지만, 각 역에 대한 승하차 인원

이 종일 일정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이론적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시 각 역 30초를 정차기

준 시간으로 채택하고 있다.  

2011년 5월 서울메트로 2호선의 평일과 주말의 평균 승차인원 수를 그림 6에서 나타내

었다. 그림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전체 운영시간 중에서 첨두시간은 총 4시간으로, 오전 

첨두시간 (오전 07:00~09:00)과 오후 첨두시간(18:00~20:00)에 승객이 집중되어 전반적

인 운영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2.3 열차다이아 외란

열차운행에 있어 외란(disturbance)이라 함은 계획상의 열차스케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

고,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열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적절하게 구성된 열차운

전 계획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외란의 주요 요인은 선로의 

고장발생, 역간의 주행시간과 정차시간이 외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역간주행

시간은 기관사상태, 일기상태, 차량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차시간은 승객 

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외란은 열차지연에 의해서 발생하며, 선행열차의 

지연은 후속열차에 지연 파급영향을 미친다. 

     그림3. 주행 중 열차지연      그림4. 정차 중 열차지연      그림5. 주행 및 정차 중 열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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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4는 선행열차가 지연되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5는 선행열차의 지연에 

의해서 후속열차에 발생되는 지연 형태이다. 

T
i
ab
의 시간은 외란을 고려하여 여유시분을 부가한다.  T

i
ab
가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전에 설정된 T
i
ab
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승객 승하차 시간 모델링

승객의 승하차 시간의 분포모델을 가우스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평균값 58초, 분산 값은 

5초를 주었다. 이 값은 2011년 5월 2호선 구간의 실제 승하차시간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하

였으며, 최대 지연 T
i
st-b

은 70~73초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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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승하차시간 모델링

3.1 시뮬레이션

승객이 폭주하면  정차 중 열차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서울메트로 2호선에서 평시 

열차정차시간 T
i
st-b

은 30초로 산정되어 있다.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식④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가 플러스인 경우는 열차가 정차 중 지연되는 것이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정차

시간이 규정보다 짧은 경우이다. 2호선의 첨두시간에는 승객이 증가하여 △t가 대부분 30

초를 초과하며, T
i
st-b

가 1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T
i
st-b+δt = T

i
st-b +△t  ----- ④

△t가 증가할 경우에는 T
i
ab
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지연이 발생하게 되나, 여유시분 내에 

있으면 △t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여유시분을 초과하게 되면, T
i
ab
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T
i
rt-ab

를 단축해야 한다. 운전계획 초기에 T
i
rt-ab

는 가장 짧은 시간을 선택

하기 때문에 T
i
rt-ab

를 단축할 수 없다. 따라서 △t가 증가하는 경우는 T
i
ab
를 미리 증가시

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T
i
rt-ab

를 늘리거나 혹은 △t를 미리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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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열차운용계획에 있어서 간선철도는 구간별 운행시분이 가장 중요하나, 도시철도의 경우는 

각 역에서의 정차시분이 가장 큰 외란요인이 된다. 살펴본바와 같이 서울메트로 2호선에서 

는 첨두시 최대혼잡구간의 수송수요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승객폭주로 인한 정차시분의 증가

는 후속열차에 영향을 주어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연속적으로 타 열차에 파급하게 

된다. 또한 조밀한 간격으로 운행되는 도시철도 열차다이아는 정시운행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운전시격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호선은 ATS(자동열차정지장치)에서 Distance to Go 방식으로 교체하여 ATS 장착

차량과 ATP/ATO 차량을 중첩운영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혼잡구간 정차시분 증가 및 

ATP/ATO 장치 도입에 따른 표정속도를 재 산출하여 신호시스템과 운영계획을 반영한 종

합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ATO 자동운전을 위해 수송수요를 반영한 첨두시간 및 

비첨두시간의 열차정차시분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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