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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operating Express and Standard trains, which run with two different scheduled time, in a single line 
with limited number of side tracks for overtaking standard trains, it is required to have various modeling 
methodologies and simulations in order to calculate an optimum headway to maximize the capacity of the line 
with the best scheduled time. Especially it is inevitable that following trains have to slow down or stop in 
the middle of their operations due to the preceding trains, in case it is inappropriate controlled about either in 
which station an overtaking should be taken or how long it should be. This study is to analyze TPS data 
which have been produced with a simulation program which the team has invented to optimize Express and 
Standard mixed traffic plan and to introduce an algorism which shows detected conflict data, calculates 
appropriate dwell time after getting overtaken and helps to decide stations for overtaking.

1. 서론

1.1 개요
일반적으로 철도는 선로 및 신호설비의 설계상 최소운전시격으로 운행되지는 않는다. 도시철도의 운전시격

은 교통수요에 따라 좌우되며, 선로조건 및 운용 가능한 차량 보유량은 물론 지연 시 회복운전 조건 및 연계
수송 노선의 운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을 예로 들자면 신호설비의 
설계상 최소운전시격은 2.0분이나 차량 보유량의 한계에 의하여 완행열차와 급행열차를 20분주기 2:1 비율로 
운행하고 있다. 극심한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 12편성을 추가 도입하고 시운전중이며, 향
후 4분 이하의 시격으로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 목적 및 필요성
대피선로가 한정된 선로조건에서 표정속도가 서로 다른 완행과 급행을 혼합하여 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대피역간 운전소요시간 차에 따라 운전시격이 좌우되며, 최적의 운전시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특히 대피역에서의 대피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대피한 완
행열차의 출발대기 제어가 적절하지 못하면 선행열차에 의한 후속열차의 도중정차나 감속운전이 불가피하다.

열차운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계획 Dia의 적정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 특히 
동일선로 상에서 완행과 급행열차를 혼합운행하고자 할 때 대피역에서의 대피여부를 적절하게 결정하고, 본
선 선로상에서의 기외정차 또는 감속운전을 예방한 최적의 운행시격 산출을 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피결정을 위한 경합검지
데이터 및 대피 후의 적절한 출발대기 시간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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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운전 시뮬레이션
2.1.1 국내외 활용 사례
운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시스템 공급사 또는 컨설턴트 회사 등에서 보유한 외국의 운전다이

아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실정이며, 대표적으로 독일 RMCON사의 Railsys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않은 운영회사는 시스템 공급사가 제공하는 TPS 데이
터를 이용하여 유경험자의 수작업을 통하여 운전다이아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2.1.2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 신호시스템 적용 방식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이 운영 중인 Distance to GO 방식 채택
(2) 입력데이터
  - 선로특성 :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임의의 선로데이터 적용 가능
  - 차량특성 : 환경설정화면에서 차량특성 입력(기본적으로 서울시도시철도9호선 차량 적용)

그림1.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차량특성 입력데이터

(3) 그래프의 표기
급행열차의 거리-시간곡선 및 거리-속도곡선은 빨간색으로, 완행열차의 거리-시간곡선 및 거리-속도곡선

은 파란색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래프에 표시한 기호들의 의미는 그림 2와 같다.

그림2. 시뮬레이션 그래프의 표기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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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피역 선정
선로용량을 극대화하고자 운전시격을 단축하면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완급행 혼합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피역 전후에서 필연적으로 경합이 발생하게 되며 우선순위를 가진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적절한 대피 결정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림 3과 같이 후속 급행열차가 
대피역인 D역과 G역 사이에서 도중정차하거나 감속운전이 불가피하다.

그림3. 대피 미 수행으로 인하여 후속 급행열차가 도중정차하거나 감속 운전한 예

따라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후속 급행열차가 C역 또는 B역 승강장 궤도회로에 진입하는 시각과 선행 
완행열차가 해당 궤도회로를 출발한 시각과의 시간차를 계산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D역
에서의 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대피 후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림 4와 같이 선행 급행열차에 의
해 도중정차 또는 감속운전이 수반된다. 

그림4. 대피한 완행열차가 선행 급행열차에 의해 도중 정차한 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대피한 완행열차에 대해서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출발 대기시간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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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감속조건

2.2 대피결정 알고리즘
2.2.1 TPS 데이터 활용
그림 2의 예와 같이 급행과 완행열차를 서로 경합하지 않는 시격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얻은 열차운행실

적(각 궤도회로 점유시각, 정차시각, 출발시각 및 점유해제시각)을 로그분석기를 이용하여 궤도회로간 및 대
피역간 운전소요시간을 분석하여 각 역별 대피결정기준을 산출한다. 이 기준을 그림 5의 절차로 선로데이터
에 반영하여 운행 패턴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적정 운전시격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5. 시뮬레이션 절차

2.2.2 대피결정기준 산출
그림 2에서 대피역인 D역의 이전 인접역인 C역의 선로데이터에 사용할 대피

결정기준은 D역과 다음 대피역인 G역 사이의 각각의 궤도회로에 대하여 다음 
공식으로 경합조건(DtctCompete[초])을 산출하고 그 중 최대값을 C역의 대피
결정기준으로 채택하여 선로데이터에 적용한다.

DtctCompete = (CTe - CCs) - (ETo - ECo) + tb + tp · (식 1)
DtctCompete : 대피결정기준(경합조건)
CTe : 해당 궤도회로의 완행열차 점유해제 시각
CCs : C역의 완행열차 출발시각
ETo : 해당 궤도회로의 급행열차 점유시각
ECo : C역의 급행열차 점유시각
tb : 속도 v에서의 제동거리 및 안전거리 주행 소요시간
tp : 선로전환기 전환시간(분기부 궤도회로일 때 적용)

만일 채택된 DtctCompete의 값이 C역과 D역간의 완행열차 운행시간보다 크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선행 
완행열차가 이미 D역을 출발하고 난 뒤 후속 급행열차가 C역에 접근하여 경합이 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선
행 완행열차에 대피지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역인 B역의 선
로데이터에 대해서도 C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DtctCompete를 재귀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2.2.3 출발대기시간 산출
급행열차를 대피한 완행열차의 선행 급행열차에 의한 감속요소는 대피역인 D역과 인접역인 E역 사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D역의 다음 궤도회로로부터 E역 승강장까지의 각각의 궤도회로에 대하여 다음 공식에 의
한 출발대기시간(ClrCompete[초])을 산출하고 그 중 최대값을 채택한다. 다만 그 값이 음수일 경우 0을 적
용한다. 이 값은 D역의 선로데이터에 반영하여 급행열차를 대피한 완행열차의 정차시간을 연장시킨다.

ClrCompete = (ETe - EDe) - (CTo - CDs) + tb ····································································· (식 2)
ClrCompete : 대피열차의 출발대기시간
ETe : 해당 궤도회로의 급행열차 점유해제 시각
EDe : D역(연동역)의 급행열차 점유해제 시각
CTo : 해당 궤도회로의 완행열차 점유시각
CDs : D역(연동역)의 완행열차 출발시각
tb : 속도 v에서의 제동거리 및 안전거리 주행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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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피 실행 절차
시뮬레이션 중 모든 열차는 선로데이터 및 선행열차 위치에 따라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가감속 운전을 수행

한다. 이 때 정차목표지점은 Distance to GO 방식의 특성에 따라 정차역 승강장 또는 선행열차가 점유한 궤
도회로 전방의 안전거리로 결정된다. 급행열차는 각 역에 진입할 때의 시각과 선행 완행열차의 해당 역 출발
시각과의 시간차를 계산하고 이 값이 선로데이터의 대피결정기준 (식 1)보다 작을 때 선행 완행열차에 대피
지령을 내린다. 대피 지령을 받은 완행열차는 급행열차가 통과할 때까지 대피역에 정차한 뒤 급행열차 통과 
시각에 출발대기시간 (식 2)을 더한 시각을 자신의 출발시각으로 설정한다. 다만 출발시각이 선로전환기 전
환시간보다 빠를 경우 선로전환기 전환 완료 후 출발한다. 시뮬레이션 수행 중 급행열차의 대피지령 판단조
건과 완행열차의 대피수행 개념을 그림 7에 도식화하였다.

그림7. 대피 결정 알고리즘

2.3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2.3.1 서울도시철도9호선의 첨두시간 운행 패턴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의 선로데이터와 차량특성(2M2T 4량 편성)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2.2절

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9호선은 2011년 9월 현재 신규 도입된 추가차량 중 시운전이 완료된 4편성을 우
선 투입하여 첨두시간대 20분주기 완급행 운행비 3:2 비율로 운행 중이며, 이 운행 패턴에 대한 시격을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중 완행열차의 대피가 결정되면 역명
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시각적으로 대피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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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현행 첨두시 운행패턴

2.3.2 대피역 수를 기준으로 하는 n:1 운행비의 최소 운전시격 시뮬레이션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후의 1단계 구간에 대한 선로데이터를 이용하고, 6량 편성(3M3T)으로 설정하여 

완행열차 수를 대피역 수와 동일한 6:1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도중 감속 없이 최상의 표정속
도를 유지하며 1시간 기준 21편성의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선로용량을 보였다.

그림9. 완 급행 운행비 6:1의 최소 운전시격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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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완급행 운행비 1:1 조건의 시뮬레이션
그림 10은 7.5분 주기로 완행과 급행을 각각 1편성씩 운행하여 평균 3.75분의 시격으로 1시간 기준 16편

성의 열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완급행 운행비 1:1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 7.5분 주기보다 시
격을 단축하면 선로용량은 향상되나 대피지연시간 증가로 표정속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10. 완 급행 운행비 1:1 운전시격

3.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완급행 혼합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운전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수행 시 각 대피역에서의 
대피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은 해당 대피역 이전의 역에 급행열차가 진입할 때 미리 산정한 대피결정기준
에 합당할 경우 선행완행열차에 대피지령을 내림으로써 해당 대피역과 다음 대피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합을 해소한다. 또한 대피한 완행열차는 급행열차가 선행한 후 미리 산출한 대피역별 출발대기시간 동안 
더 정차한 후 출발하게 함으로써 선행한 급행열차의 정차역 전방에서의 기외정차를 예방한다. 본 논문은 완
행과 급행열차를 혼합운영하는 노선에 대하여 고가의 외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개발한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논문은 적절한 대피결정을 위하여 대피결정기준과 출발대기시간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된 선로데이터를 활용한 운전패턴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외정차 또는 감속운행을 방
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운행 패턴별 장단점 또는 운행
시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표정속도와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운행패턴과 운전시격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496



참고문헌

1.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도서(신호, 
궤도, 차량)”, 서울시도시시설기반본부, 2006.6.

2. 김의일, “최신 운전이론” 재판,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1999.7.
3. 김윤수 박정수, “도시철도 최적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pp.1810-1822, 2009.11.
4. 이주왕 김범식, “철도청 사령실통합 신호설비 구축 프로젝트에서의 경합검지의 설계”, 한국철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pp.34-40, 2004.10.
5. 노학래, “완급행열차 혼합운행에 따른 부본선 설치 정거장 검토”,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

대회, pp.1848-1859, 2011.5.
6. 한석인 이동근, “완급행운전패턴 다양화를 통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운행다이아 개선 연구”, 철도학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pp.125-130, 2010.2.

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