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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도시철도 운행 서비스품질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for Urban Railway Operations Using Simulation

김동희*·이홍섭

DongHee Kim·HongSeob Lee

1. 서 론

전통적으로 철도는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요맞춤형,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경

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는 승차 예매제인 기존 간선철도의 정규성과 정시성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 및 운영 체계를 그대로 이식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즉, 고정 정차시분, 평행다이아(Parallel Diagram) 형태의

정규 열차 스케쥴 및 차량/승무 계획을 기반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도시 도시철도 대부분의 운영구간에서는 상

습지연과 혼잡가중으로 계획대로 운행이 어렵고 이용승객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습지연과 혼잡가중은 이용수요의 폭발성과 집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간선철도에서 이식받은 서비스 공급

계획 및 운영체계와 도시철도 이용수요 특성 및 승객행태 간의 부정합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

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 총 소요시분/지연시분,

주요역간 소요시분/지연시분, 그리고 구간별(Leg) 평균혼잡도를 집계하여 일종의 서비스품질로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승객의 이용시간과 이용구간, 그리고 탑승열차에 따라 개별승객이 느끼는 실제 서비스품질을 표현하고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시간대/구간이라고 해도 수요혼잡으로 인한 지연 파급확산 현상 때문에 계획과는 다르게 운행되고 모든 열

차가 동일한 대기시간/정차시간, 소요시분/지연, 혼잡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승객관

Abstract In the major operation sections of the urban railway, there has been habitual delay, and delay propagation;

another problem is the increase of crowds and of inconvenience to passengers. The urban railway has different charac-

teristics from rural railways, such as uncertainty of demand and irregularity of train operation. In urban railways,

recently, operators manage quality indicators of service using operation results, such as the delay of train operation and

the congestion of trains. However, because the urban railway has characteristics in which demand, passenger behavior,

and train operation mutually affect each other, it is difficult to express the quality of service that passengers actually

feel. In this paper, we suggest a quality indicator of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passengers, and present a demand

responsive multi-train simulation method to predict dynamic dwell time and train operation status; we also use simula-

tion results to consider changes in the quality indicator of service.

Keywords : Delay, Propagation, Congestion rate, Quality of service, Multi-train simulation

초 록 대도시 고밀도 도시철도에서는 상습 열차운행 지연과 혼잡으로 승객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시철

도는 열차운행의 비정규성과 수요의 불확정성 등 지역간 철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회사에서

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열차운행품질과 혼잡도와 같은 서비스품질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와 승객행

태에 따라 열차운행이 동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느끼는 서비스품질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승객 관점에서의 서비스품질을 계량화하고, 도시철도에서 수요에 따른 정차시분 및 열차운행상태의 동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과 지연/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운행서비스품질의 변화

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주요어 : 지연, 파급확산, 혼잡도, 서비스품질, 다중열차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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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도시철도 서비스품질 지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까지의 열차운행 및 승객 상태에서 향후 변화되어 전개될

열차운행 상황 및 서비스품질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행단계에서의 이용수요가 열차운행 및 지연/파급확

산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승객이 느끼는 운행서비스품질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해석과 지표로의 표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 혼잡구간의 실제 노선 및 운행계획을 대상으로 혼잡 도시철도 운행구간의 운행계획,

혼잡지연 발생 및 파급확산, 운행조정(관제) 과정상에서 승객수요가 열차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열차 시뮬레이

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상에서 승객이 체감하는 운행서비스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계량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동향

도시철도 운행 및 서비스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차시분이다. 따라서 정차시분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있

었다. William 등[1]은 홍콩 경전철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승객서비스를 분석하여 혼잡도(승하차인원)가 정차시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추정모델을 제시하였다. Andre Puong[2]은 MBTA Red Line을 사례로 승하차 승객수 및 혼잡도가 도어 개폐시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의 공통점은 상수항을 포함한 승하차인원에 비례한 다항회귀식으로 정차

시간을 정의하고 실제 노선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값을 추정하였다. 오석문과 김형진[3]은 서울시 혼잡 지하철역에서의 승하차

시간을 실측하여 혼잡형태별 승하차 시간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혼잡, 혼잡, 극혼잡 형태별로 실측비교분석

을 통하여 승하차인원에 비례하는 기존 다항회귀식 형태모델이 다양한 환경이나 국내 고밀도 도시철도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

음을 언급하고 새로운 모델과 파라미터 추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Harris와 Anderson[4]은 전세계 지하철 조사를 통해 실제

정차시간과 제안 추정식으로 계산된 정차시간을 비교하여 추정식이 유의함을 제시하였다. 모수값의 큰 변화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열차의 특징에 따라 High-Frequency, Low-Frequency, Suburban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동희[5]

는 고밀도 도시철도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차시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국내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최소소요 정차시분 추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운영사의 기록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환승역에서의 환승수요가 추가로 고려되었고, 비혼잡/혼잡/극혼잡 형태별로 인당 승하차 단위시간과 도어간 승하

차수요의 분산정도(혼잡평준화 정도)가 반영된 점이다. 또한 실제운행환경에서 선행열차와의 시격에 따라 승하차수요가 변하게

되고 이를 반영한 점이 주목된다.

이들 도시철도에서의 정차시간 관련연구들은 점점 실제 운영환경에 적합하게 진화되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실제 운영환경에

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동희[6]는 기존연구[5]의 후속연구로

서 수요에 따른 동적 정차시간을 다중열차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고밀도 도시철도 운행구간에서 발생되는 지연발생과 파

급확산 현상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밀도 도시철도에서의 Snow-ball Effect 현상이 어떻게 발

생될 지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도시철도 운영회사들에서는 이용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품질로서 실적데이터로부터 집계하는 혼잡도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중량전철의 경우 량당 160명 승차시 100% 혼잡도로 기준을 설정하여 320명 탑승시 200%의 혼잡도인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시철도에서의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로 이윤홍 등[7]은 서울시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에서 역사까지의 접근시간, 환승구역 내의 혼잡정도, 열차내 안전성, 객차내

의 쾌적성, 열차 이용시 느끼는 정도, 직원의 친절성, 객차 내의 시설편리성, 역사내 안전성, 지불요금대비 이동시간에 대한 만

족도, 역사내의 쾌적성 순으로 나타나 도시별 도시철도 이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

함을 밝혔다. 한장협[8]은 대구도시철도에 SERVQUAL 모델을 적용한 결과 서비스품질의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차원만이 고

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고 표준화계수를 통한 고객만족에 대해 각각의 서비스품질 차원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

기는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대응성 순임을 제시하였다. 이윤홍[7]과 한장협[8]의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서비스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요인들에 대해 설문을 통해 분석 제시하였으나, 이들 연구 또한 실제 운영환경에서 어떻게 활용가

능한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NAOKI[9]와 Goodman 등[10]은 도시철도의 서비스품질을 대기불편(Waiting Discomfort),

이동불편(Travel Discomfort), 혼잡불편(Congestion Discomfort)으로 정의하고 실적기반으로 각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산식과

함께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실제 도시철도 운행결과에서 승객이 체감하는 불편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김동희[6]는 NAOKI[9], Goodman[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기불편, 이동불편, 혼잡불편을 계획다

이아와 지연혼잡 예측다이아, 그리고 운행조정(관제)다이아에 적용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단순 열차관제가 아닌 승객관

점의 혼잡관제에 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의 불편지표에 대한 총량 개념식만을 제시하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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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산식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기불편 지표만 분석제시하고 이동/혼잡불편 지표는 추후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2000년 이후 Metro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각 국가에서는 도시철도 승객서비스의 개선과 효율향상을 위한 분석과 실증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시철도에서는 정차시간이 전체 승객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철도시스템에서는 개별 역과 열차 관점만이 아닌 연속한 열차운행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운영효율성 및 서비스품질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승객 관점에서의 서비스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 가능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3. 승객 관점의 서비스품질 지표 개발

3.1 승객 관점의 서비스품질 지표 개발

기존 운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는 차량 혹은 열차관점에서 열차운행품질과 혼잡도와 같은 서비스품질을 집계하여 관

리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승객행태에 따라 열차운행이 동적으로 변하는 특

성을 파악해야한다. 도시철도 운행에서 동적으로 변하는 수요 및 열차운행 상황에 따른 승객이 체감하는 운행서비스품질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 측정지표와 함께 수요기반 동적 시뮬레이션분석 결과가 필요한데 이는 3.2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계량화 지표는 기존 현업에서의 방법과 같이 실적치를 기반으로 집계할 수 있겠지만, 수요나 열차운행 관리에 변화를

줄 때 승객이 느끼는 불편은 얼마나 되고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승객이 느끼는 불편이 수요량, 서비스시간, 그리고 혼잡도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Table 1과 같이 대기불편

(Wait Discomfort), 이동불편(Travel Discomfort), 혼잡불편(Congestion Discomfort) 3가지 측면으로 서비스 품질지표(Quality

Indicator of Service)를 개발하였다. 이들 지표는 크게 총량지표와 열차당 및 승객당으로 분해된 지표로 구성되고, 분해지표는

다시 평균지표와 최대치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열차당 지표는 이용수요량이 가중합산된 개념으로 동일수준의 서비스였더라도

이용수요가 많은 열차 혹은 개소(역, 구간)가 더 크게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3.1.1 대기불편 추정지표

대기불편은 승객이 플랫폼에 도착 후 열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대기불편은 대기수요가 많아지거나 열차시격 및 정차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한 정

의로서 개별 역 및 열차에 대하여 대기수요와 대기시간을 수식 (1, 2)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별 역에 대해서 열

차운행 전체서비스에 대한 대기불편총합은 수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대기불편총합을 개별 열차단위(수식 4, 5) 혹은 개

별 승객 체감단위(수식 6, 7)로 세분화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얼마나 많은 승객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하

여 불편을 느끼는지를 의미하며, 단위는 누적시간이다.

3.1.2 이동불편 추정지표

이동불편은 승객이 열차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 혹은 여기에 포함되는 역간 레그(leg)에 대한 이동 소요시간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그 단위의 세부 서비스품질 비교를 위하여 후자로 가정하였고, 따라서

이동수요와 이동시간에 비례하여 이동불편은 커지게 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한 정의로서 개별 레그 및 열차에 대하여 이동수요

와 이동시간을 수식 (8, 9)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역간 레그에 대해서 열차운행 전체서비스에 대한 이동불편총합은

수식 (10)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동불편총합을 개별 열차단위(수식 11, 12) 혹은 개별 승객 체감단위(수식 13, 14)로 세분화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얼마나 많은 승객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하면서 불편을 느끼는지를 의미하며, 단

위는 누적시간이다.

3.1.3 혼잡불편 추정지표

혼잡불편은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의 혼잡도와 열차 탑승후 차상 혼잡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승강장 혼잡도

측정 및 표현의 문제로 본 논문에서는 차상의 혼잡불편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간 레그 이동시간과 이동혼잡도에 비례하여 커지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추정하기 위한 정의로서 개별 레그 및 열차에 대하여 혼잡도와 이동불편을 수식 (15, 16)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역간 레그에 대해서 열차운행 전체서비스에 대한 혼잡불편총합은 수식 (1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혼잡불편총합을 개별 열차단위(수식 18, 19) 혹은 개별 승객 체감단위(수식 20, 21)로 세분화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얼

마나 많은 승객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잡불편을 느끼는지를 의미하며, 단위는 (누적시간×혼잡퍼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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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적정차시분과 지연 파급확산(Delay Propagation & Snowball Effect) 예측

운행계획 혹은 다이아는 철도서비스에서 승객에 대한 약속이며, 차량, 승무원, 유지보수 등 내부 운영계획들과 연계되어 신뢰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고밀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서는 운행계획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혼잡도와 같

은 서비스 관리지표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계획과 실제운행과의 괴리로 인해 실적기반이 아닌 계획이나 운행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에서 운행계획과 실제운행과의 괴리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요에 따른 정차시분이다. 김동희[5]의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수요기반 동적 최소소요 정차시분 결과를 단일 열차운행에 적용해 보면 Fig. 1과 같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운행구

간 전체 소요시분은 비슷하지만 수요가 많거나 적은 역구간들에서는 소요정차시분의 차이로 인해 다이아(운행) 패턴이 크게 차

이가 나게 된다. 이를 김동희[5,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적정차시분과 다중열차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도어간 승하차 혼

잡평준화 200%1)를 기준으로 가장 혼잡구간 및 시간인 서울메트로 2호선 외선구간(신도림-구의) 오전피크시간(07~10시)의

2007년 실제 이용수요와 계획다이아(Fig. 2)에 적용하면 Fig. 3과 같은 지연 파급확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

시철도에서는 수요로 인한 정차시간 증가로 한번 지연파급이 발생되면 지연의 크기가 이후 여정과 후속열차에 그대로 전달

(propagation)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의 누적증가 현상으로 인해 지연이 커지면서 파급 확산되는 효과(propagation & snowball

effect)를 보이게 된다.

고밀도 도시철도 운행구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지연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발생지연의 파급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발생지연의 파급확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연이 파급확산 될 것으로 예측되는, 즉 선행

열차와의 운행시격이 커짐으로서 누적수요가 증폭될 열차의 가중수요를 줄여주기 위하여 선행열차와의 운행시격을 줄여야만 한

다. 현실적으로 지연이 가중되고 있는 후행열차를 회복운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상 지연이 없는 선행열차에 추가정차

시간 혹은 운전시간을 늘려서 후행열차와의 시격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고 이것이 현업관제에서의 간격제어이다. Fig. 3의 좌

상단 선후행 열차간 시격이 커지는 부분에 추가 정차시간을 부여한 간격제어 이후의 예측결과를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수요로 인한 정차시분의 변화와 지연의 발생 및 파급확산 현상을 동시에 고려한 미래시점의 전체열차 운행변화

Table 1. Estimation formula for quality of service.

Waiting discomfort Travel discomfort Congestion discomfort

Definition
WP = BP×(PT+DT) (1) TP = (PT+DT)×LP (8) DC = (LPT+100)/(160×NC) (15)

WT = (PT+DT)/2 (2) TT = (DT+LTT) (9) TD = (TP+TT) (16)

Total

Amount
(3) (10) (17)

by

Train

AWDT = AWD/NT (4) ATDT = ATD/NT (11) ACDT = ACD/NT (18)

(5) (12) (19)

by

Passenger

(6) (13) (20)

(7) (14) (21)

*Used Notations: DT: dwell time PT: preceding time interval

WP: waiting passenger

BP: boarding passenger per unit time 

WT: waiting time

AWD: total amount of waiting discomfort

AWDT: average waiting discomfort of train

NT: number of train

MWDT: maximum waiting discomfort of train

AWDP: average waiting discomfort of passenger

MWDP: maximum waiting discomfort of passenger

TP: travel passenger

LP: leg passenger per unit time

TT: travel time

LTT: leg travel time

ATD: total amount of travel discomfort

ATDT: average travel discomfort of train

MTDT: maximum travel discomfort of train

ATDP: average travel discomfort of passenger

MTDP: maximum travel discomfort of passenger

DC: degree of congestion

LPT: leg passenger of train

NC: number of unit car

TD: travel discomfort

ACD: total amount of congestion discomfort

ACDT: average congestion discomfort of train

MCDT: maximum congestion discomfort of train

ACDP: average congestion discomfort of passenger

MCDP: maximum congestion discomfort of passenger

1) 김동희[7,11]의 기존연구에서는 전체 도어에 승하차 부하가 평준화된 상태(100%)를 기준으로 특정 도어에 2배 부하가 몰린 상태를 200%로 정의하

고 해당 도어의 승하차 시간이 정차시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함

AWD WP WT×( )
train

∑= ATD TP TT×( )
train

∑= ACD TD DC×( )
train

∑=

MWDT
MAX

train
WP WT×{ }= MTDT

MAX

train
TP TT×{ }= MCDT

MAX

train
TD DC×{ }=

AWDP WT

train

∑⎝ ⎠
⎛ ⎞ NT⁄= ATDP TT

train

∑⎝ ⎠
⎛ ⎞ NT⁄= ACDP TT DC×( )

train

∑⎝ ⎠
⎛ ⎞ NT⁄=

MWDP
MAX

train
WT{ }= MTDP

MAX

train
TT{ }= MCDP

MAX

train
TT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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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지연 및 혼잡이 고려된 동적인 분석방법이 접목되

었을 때 현실과의 오차가 최소화된 예측에 기반 한 운행서비스 품질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 적용사례분석

본 절에서는 3.2절에서 제시된 동적 지연혼잡 파급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3.1절에서 제시된 서비스품질 지표를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즉 발생지연 파급확산 최소화에 대한 실험인 Fig. 3(혼잡평준화 200%) 대비 Fig. 4(간격제어) 간의 서비스품

질 변화를 살펴본다.

4.1 발생지연 파급확산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서비스품질 변화분석

Table 2에서는 간격제어 전후의 서비스품질 지표를 개별 역(대기불편) 혹은 역간 레그(이동불편 및 혼잡불편)에 대해서 산정

한 총합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1. Comparison between fixed and dynamic dwell time.

Fig. 3. Predicted delay propagation & snow ball effect.

Fig. 2. Planned diagram.

Fig. 4. Predicted results of interval control.

Table 2. Total results for service quality by headway control.

Total amount of waiting 

discomfort (unit:second)

Total amount of travel 

discomfort (unit:second)

Total amount of congestion 

discomfort (unit:second×%)

Station Fig.3 Fig.4 Fig.3 Fig.4 Fig.3 Fig.4

S1(Daerim) 1151731 1174027 8161896 8399350 11271055 10953326 

S2(Guro digital complex) 708061 703499 8107437 8108664 11518325 10865920 

S3(Sindaebang) 338865 338051 9345881 9423249 12564159 12616834 

S4(Sillim) 1267951 1270944 9858423 9975559 16533916 16181422 

S5(Bongcheon) 395377 391877 8382793 8375705 13558447 13191793 

S6(Seoul Nat’l Univ.) 622042 613793 9651444 9674597 16933726 16955793 

S7(Nakseongdae) 399353 398068 12537922 12466721 21757305 21410029 

S8(Sadang) 1440163 1345701 16078972 15917241 34530598 3203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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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및 승객 관점으로 세분화한 대기불편 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Fig. 5~Fig. 8과 같다. 간격제어 전후의 대기불편 지표에서

는 열차 관점 및 승객 관점 모두 평균 보다 최대 불편수치가 크게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열차 및 승객 관점으로 세분화한 이동불편 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Fig. 9~Fig. 12와 같다. 대기불편과 마찬가지로 간격제어 전

후 열차 관점 및 승객 관점의 평균 불편수치보다 최대 불편수치가 크게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열차 및 승객 관점으로 세분화된 혼잡불편 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Fig. 13~Fig. 16와 같다. 대기불편, 이동불편과 마찬가지로

간격제어 전후 열차 관점 및 승객 관점의 평균 불편수치보다 최대 불편수치가 크게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ontinued.

Total amount of waiting 

discomfort (unit:second)

Total amount of travel 

discomfort (unit:second)

Total amount of congestion 

discomfort (unit:second×%)

Station Fig.3 Fig.4 Fig.3 Fig.4 Fig.3 Fig.4

S9(Bangbae) 164447 154907 12094318 12157376 22524466 22612201 

S10(Seocho) 69958 66089 7524147 6780937 13132421 12343362 

S11(Seoul nat’l univ. of education) 537595 505328 12329120 12062090 23773028 20782147 

S12(Gangnam) 381541 351627 8473784 8066840 14837363 11604493 

S13(Yeoksam) 155183 140192 9773943 8350327 13638271 10068910 

S14(Seolleung) 497079 451641 10686193 8271446 12301777 7572845 

S15(Samseong) 210868 186129 4382821 4303990 3953052 3002454 

S16(Sports complex) 154701 131157 3342381 3321227 2693001 2152053 

S17(Sincheon) 205829 173117 4143855 3588118 3292111 2343686 

S18(Jamsil) 2252001 1981638 6640187 6463937 8360253 5566293 

S19(Seongnae) 186119 146675 5327037 5226978 5632677 4092660 

S20(Gangbyeon) 672212 539965 4380223 4317251 5446334 3890203 

S21(Guui) 418065 322143 5953642 5759238 7611887 5118538 

Fig. 5. Average waiting discomfort by train.

Fig. 7. Average waiting discomfort by passenger.

Fig. 6. Maximum waiting discomfort by train.

Fig. 8. Maximum waiting discomfort by passenger.



김동희 · 이홍섭

16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년 2월)

5. 결 론

대도시 도시철도의 주요구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연과 혼잡문제 개선을 위하여 운영회사에서는 소요시분, 지연 및 혼잡도

관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실적데이터 기반으로 집계하여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Fig. 9. Average travel discomfort by train.

Fig. 11. Average travel discomfort by passenger.

Fig. 13. Average congestion discomfort by train.

Fig. 15. Average congestion discomfort by passenger.

Fig. 10. Maximum travel discomfort by train.

Fig. 12. Maximum travel discomfort by passenger.

Fig. 14. Maximum congestion discomfort by train.

Fig. 16. Maximum congestion discomfort by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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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승객 관점의 지표로는 혼잡도만을 관리하고 있다. 도시철도에서는 수요와 정차시간, 열차운행이 상호 영향을 주는 특성으

로 인하여 계획단계에서 혹은 운행 중 실시간으로 측정 또는 예측하여 사전에 서비스품질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과 이에 대한

현장적용 연구가 부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 지

표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다중열차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지연 및 혼잡관

리 방안에 대한 서비스품질 개선효과를 제시하였다. 사례적용 분석결과로 보면 총합계, 평균 보다는 worst case에 해당하는 최

대 불편값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서비스품질지표와 다중열차 운행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얼마나 많은 승객이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불편을 체감하고 있는가를 측정 또는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수 승객군 전체의 서비스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방법론을 현재 도시철도 운영회사의 열차 간격제어 중심의 관제에 적용한다면 실제 대다수 승객이 느끼

는 품질을 예측하여 운행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관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고정정차 등간격 계획다이아 체계의 개선

에도 확장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로는 역간 레그 단위가 아닌 OD(origin-destination)단위의 품질측정 지표와 대

기, 이동, 혼잡불편과 같은 관점별이 아닌 정규화된 단일지표, 차상이 아닌 지상구간에서의 혼잡도 측정 및 적용, 그리고 실제

승객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임계점(critical point)을 고려한 지표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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