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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선 및 정차패턴을 고려한 고속철도 정거장 용량산정
Station Capacity Calculation on High-Speed Railway Considering the number of
Sidings and Train Halting Patterns
주진형·김경민*·오석문·임광만·박오성
JinHyeong Joo·KyungMin Kim·SukMun Oh·KwangMan Lim·OhSung Park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nalytical methodology of station capacity calculation on high - speed railway. Our method
explicitly takes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number of sidings and the combination of train halting patterns (stop - stop, pass stop, stop – pass, pass – pass) on the capacity of a station.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our model, we conducted capacity analysis
of selected stations using the Railsys simulator.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calculated capacity between our model and Railsys was less than 10%. After Monte Carlo simulation, our model was determined to be a good one. In addition, the consistency
in capacity between our model and the train-path allocation program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 Capacity, High speed rail, Siding, Halting patter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산식에 기반 한 고속철도 정거장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론은 기존
방법론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던 정거장별 부본선(정차본선) 설치 수와 정차패턴(정차-정차, 통과-정차, 정차통과, 통과-통과)의 혼합이 선로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제시한 선로용량 계산 결과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
해 전문 시뮬레이터(Railsys)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정차패턴별 시격의 차이는 10%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정차패턴
이 조합되었을 때의 효과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역시 계산된 선로용량은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배분프로그램의 용량산정 결과와도 통계적으로 유사하였다.
주요어 : 선로용량, 고속철도, 부본선, 정차패턴

1. 서

론

열차를 하나의 수송상품으로 생각할 때, 선로용량은 일정한 시간 동안 선구 혹은 노선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최대열차횟수를
의미한다. 이는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시스템의 효율 및 이용률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철도
에서의 선로용량은 노선의 계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의 개량, 철도시스템 선정 및 열차안전운행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1,2]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선로용량은 운영조건 등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정차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생산라인에서
상품변경을 위해 준비비용(Set-up cost)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만 생산한다면 단위시간
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지만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차패턴 등 운영조건이 단순한 형태
로 열차를 운영한다면 선로용량을 높일 수 있지만 다양한 철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정거장의 부본선은 생산라인에
서 병렬머신(parallel machines)과 같이 연속하는 두 열차를 거의 동시에 정차할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이다. 부본선을 통해 대
피 및 추월이 가능해지고 연속으로 정차하는 열차의 시격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선로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폐형식(closed equation)을 사용하는 방법과 UIC 406과 같이 시각표 압축에 따른 시뮬레이션 방법
으로 나누어진다. 산식기반의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내 대부분의 철도운영사에서는 야
마기시 연구[3]에 기반을 둔 산식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왔다. 하지만, 유도과정에서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 값의 정확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TCRP-13[4]의 선로용량 산식은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현실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시각표가 주어져야 하므로 TPS 분석결과 및 인프라 조건(궤도 및 신호기 위치) 등 필요한 데이터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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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고 스케줄 압축을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방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검
증을 통해 현실에 가까운 선로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종빈 등 연구[5]에서 기존 시뮬레이션 방식의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야하는 단점을 완화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열차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식기반의 고속철도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론은 기존 방법론에서 명시적으로 다루
지 못하였던 정거장별 부본선 수와 정차패턴(정차-정차, 통과-정차, 정차-통과, 통과-통과)의 혼합이 선로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제시한 선로용량 계산 결과를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국내외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전문 시뮬
레이터인 Railsys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정차패턴별 시격의 차이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정차패턴이 조합되었
을 때의 효과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계산된 선로용량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철도시설공
단 선로배분프로그램의 용량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남은 1장에서는 고속철도 선로용량 산식에 관한 기존연구를 정리한다. 2장에서는 인프라 및
운영조건을 반영한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산식과 시뮬레이션 기반 용량 산정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소개한다.

1.1 기존연구 고찰
이번 절에서는 고속철도 선로용량을 계산하는 기존 연구를 소개한다. 그중에서도 폐형식에 기반 한 선로용량 산정 연구로 제한
한다. 폐형식에 의한 선로용량 산정식 중 야마기시 테루오가 1945년에 제시한 야마기시 방식은 유도과정이 복잡하나 최종 산식
은 간단하여 국내 철도용량 산식의 근간이 되며, 특히 다종열차(고속/저속 열차) 운행상황을 고려하는 특징을 가진다[6]. 하지만,
야마기시의 산식은 식의 간략화를 위해 유도과정에서 다음의 가정들을 가진다. (1) 모든 정거장에서 대피가 가능함 (2) 정차역에
서 고속 및 저속 열차가 후속역까지 운행시간이 같음 (3) 고속열차의 정차시간은 2분 이내임 (4) 고속열차는 군을 형성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야마기시 산정식은 두 가지 속도종별의 열차가 서로 속행하지 않고, 저속도 열차 간 운전시분의 중복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확하게 부합하는 산정식이다. 즉, 야마기시 방식은 속도가 다른 이종의 차종이 추월/대피하는 경우를 반
영하고 있지만 부본선 수와 선·후행열차 간 정차패턴에 의한 시격차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김훈 등[7]은 지역 간 철도에 대하여 운행시격여유율을 적용한 산식을 제시하였다. 선로용량은 운행시격여유율, 열차의 평균운행
시격 및 저속열차의 대피시간으로 결정된다. 운행시격여유율은 서비스수준 효과척도로 열차경로와의 상충 또는 승·하차 지연과 같
은 2차 지연을 반영한다. 열차의 평균 운행시격은 저속열차와 고속열차의 운행횟수와 속도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선
행 저속열차와 후행 고속열차 간의 통행시간 차이가 평균 운행시격보다 클 경우 저속열차의 대피시간을 반영하였다.
국외 연구로 Connor[8]는 고속철도 용량산정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용량은 최고속도, 열차장, 플랫폼 길이,
평균 가·감속도를 이용하여 산정하며, 안전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동거리, 여유거리 등을 반영하였다. Emery[9]는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ETCS-level 2,3) 신호시스템을 기준으로 고속열차 운행방법에 따른 제동거리 및 시격을 산정하는 산식을 제시하였
다. 또한, Li 등[10]은 중국 Jing-Hu 고속철도를 대상으로 선로용량을 산정하였다. 정거장에서 정차로 인한 시격변화는 감소계수
(Deduc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Lai 등[11]은 이종 차종을 운행하는 일반철도를 대상으로 기본(Base)이 되는 열차
종을 하나 선택 후에 다른 열차 종과의 환산계수 BTE(Base Train Equivalent)를 계산해서 하나의 기준열차로 환산한 후 평균시격
개념을 도입하여 용량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부본선 수와 정차패턴에 의한 시격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지
Table 1. Studies on analytical models for capacity calculation.
Study

Infrastructure
Type of
train service Vehicle, Track & Signal Num. of Sidings

Yamagishi [3]
Kim et al. [7]

heterogeneity

Lai [11]

Operation conditions
Halting patterns

Overtaking

Level of service

O

X

X

O

X

O

X

X

O

O

O

X

X

X

X

Connor [8]

O

X

X

X

X

Emery [9]

O

X

X

X

X

O

X

O

X

X

O

O

O

O

X

Li [10]
Ours

homogeneity
(H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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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본선 수와 정차패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Table 1에 기존연구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2. 부본선 및 정차패턴을 반영한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
본 장에서는 부본선 수 및 정차패턴을 반영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을 제시한다. 산식기반의 선로용량은 기본적으
로 기준시간(T)을 연속한 선·후행열차 간 평균시격(h)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평균시격은 선구단위의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소시격인 본선시격(Line headway, h(l))과 정거장에서의 정차를 고려하는 정거장시격(Station headway,
h(s) 두 가지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선시격은 정거장시격을 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써 본선시격 계산이 선행되어야한다.
선구는 철도의 선로를 구간에 의해 나눈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선로용량을 계산하는 단위로써 열차의 동질성이 확보되는 최
대 선로구간이다. 본 연구에서 고속철도 선로용량 계산 시 전제조건 및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열차의 지연이 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로유지보수 및 미운영시간은 기준시간에서 제외한다.(선로 이용률을 사용하지 않음)
· 선로용량은 선구단위로 계산하며, 독립적이다. 즉, 선구 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구 내 여러 정거장이 있는 경우 선로용량이 가장 낮은 정거장의 선로용량을 선구의 선로용량으로 한다.

2.1 부본선-정차패턴별 정거장시격
본선시격은 선·후행열차가 선구의 최고제한속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량, 궤도 및 신호와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구하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선시격에 대한 기존 연구들 [1, 8, 9, 11, 12, 13,
14]과 유사하게 최고제한속도(V), 폐색수(n), 폐색길이(BL), 열차장(L), 여유거리(BZ), 기관사반응시간(Tr), 연동제어시간(Til) 및
운영상의 여유시간(Tom)을 고려하여 식 (1)과 같이 본선시격을 산정한다. 고속철도 신호시스템인 TVM430에 의해 선·후행열차
간 필요한 폐색 수에 한 폐색의 평균거리를 곱해 이격거리를 계산하고 여기에 열차장과 이격안전(safe train separation)을 위한
여유거리를 더한 거리를 본선의 최고제한속도로 나누어준다.
n ⋅ BL + L + BZ
h( l) = ⎛ --------------------------------- + Tdr + Til + Tom⎞ ⁄ 60
⎝
⎠
V ⁄ 3.6

(1)

정거장시격은 선구내의 정거장에서의 정차조건을 고려하여, 정거장에서 진출한 열차와 정거장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시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거장에서의 운행취급은 선로 상에서의 운행취급에 비해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거장
시격이 본선시격에 비해 길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본선 및 정거장 시격 산정식의 변수와 파라미터
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Parameters/Variables of analytical models for capacity calculation.
Parameters/Variables for line headway

Parameters/Variables for station Headway

Name

Parameter/
Variable

Unit

Value

Name

Parameter/
Variable

Unit

Value

Num. of block

n

-

6

Avg. deceleration rate

ad

m/s2

0.32

Avg. block length

BL

m

1500~2000

Avg. acceleration rate

aa

m/s2

0.57

Train length

L

m

400

Braking loss time

Tb

Sec.

69

Buffer zone

BZ

m

100

Accelerating loss time

Ta

Sec.

124

Driver's reaction

Tdr

Sec.

10

Dwell time

Tdw

Sec.

120

Interlocking time

Til

Sec.

20

Rate of halting pattern

r

%

0~100

Operational margin

Tom

Sec.

0~30

Total time

T

min.

1,050

Max. speed

V

km/h

285

Capacity

C

-

-

열차가 정거장에서 정차하는 경우, 정차시간( Tdw )은 열차가 플랫폼에서 정차하여 승객이 승·하차하는 시간으로써 일반적으로 고
속철도의 경우 2분으로 계산한다. 제동으로 인한 시간손실( Tb )은 최고제한속도로 운행하던 열차가 감속하여 정지할 때 까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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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간에서 제동거리 만큼을 정차하지 않고 최고속도로 이동한 시간을 뺀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가속으로 인한 시간손실( Ta )은
열차가 정차 후 가속하여 최고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손실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 식 (2), 식 (3)과 같다.
(2)
(3)
지금부터는 정거장 s 에서의 부본선 및 정차패턴에 의한 정거장시격을 산정한다. 첫 번째 경우는 선행과 후행 열차 모두 해
1

당 정거장을 통과하는 경우로 이때의 시격을 h (통과-통과)이라고 하면 이 경우 정거장시격은 본선시격(Line Headway)과 동일
하다. 따라서 정거장시격은 식 (4)와 같다.
(4)
2

두 번째로 선행열차가 정거장을 통과하고 후행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하는 경우, h (통과-정차)는 식 (5)와 같이 선·후행열차
간 본선시격에 후행열차의 제동시간, 정차시간, 가속시간의 합으로 산출한다.
(5)
세 번째로 선행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하고 후행열차가 정거장을 통과할 때, 열차 간 대피추월이 없는 h
2

3–1

(정차-통과)은 통과

-정차( h ) 정거장시격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이 경우의 정거장시격은 선행열차의 제동시간, 정차시간, 가속시간의 합과 두 열차
간 본선시격의 합이다. 이를 정리하면 식 (6)과 같다.
(6)
국내 고속열차의 경우 열차 간 대피추월이 거의 없지만 대피추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영에 따라 두 가지 계산식으로
나뉜다. 두 열차 간 본선시격이 선행열차의 제동시간과 정차시간의 합에서 가속시간을 뺀 값보다 큰 경우, 두 열차간의 시격과
두 열차의 가속시간의 합으로 산출한다. 두 열차 간 본선시격이 선행열차의 제동시간과 정차시간의 합에서 가속시간을 뺀 값보
다 작은 경우, 선행열차의 제동시간, 정차시간과 가속시간을 합한 값으로 산출한다. 이를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7)
마지막으로 선·후행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경우에는 부본선의 수에 따라서 정거장시격이 바뀌게 된다. 고속열차는 본선에 정
차하지 않으므로 부본선이 1개인 대피선이 없는 정거장에서는 선행열차가 정거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시점에 후행열차가 제
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 경우 정거장시격 h

4–1

는 식 (8)과 같이 두 열차의 제동시간, 정차시간, 가속시간의 합으로 산출한다.
(8)

하지만, 부본선이 2개 이상인 대피선이 있는 정거장에서는 선행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후행열차가 제동을 시작한
다. 이때 정거장시격 h

4–2

는 식 (9)와 같이 선행열차의 제동시간 또는 본선시격 중 최댓값과 후행열차의 제동시간, 정차시간,

가속시간의 합으로 산출한다.
(9)
Table 3은 식 (4)~식 (9)까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2.2 정차패턴 조합에 따른 정거장시격 조정
2.1절에서는 선행과 후행 두 개의 열차를 중심으로 부본선-정차패턴별 정거장시격을 산정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두 개의 열차
가 아닌 여러 개의 정차패턴들이 조합되었을 때 정거장시격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 시격을 조정한다.
정차패턴 조합이란 두 가지 정차패턴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Fig. 1과 2의 ⓑ와 ⓒ 열차와 같이 통과(P)통과(P)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전에 발생 가능한 ⓐ-ⓑ 열차의 패턴은 ⓑ 열차가 통과이므로 통과(P)-통과(P)(Case 1) 혹
은 정차(S)-통과(P)(Case 2) 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 시격과 ⓑ-ⓒ 시격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통과정차하는 경우에도 패턴 조합이 정거장시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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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on headwa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idings and the train halting patterns.
num.of sidings

Pass – Pass (equ. 4)

Over 1

num.of sidings

Pass – Stop: (equ. 5)

Over 1

Stop – Pass without overtaking (equ. 6)

Over 1

Stop – Pass with overtaking (equ. 7)

Over 1

Stop – Stop (equ. 8)

Over 1

Stop – Stop (equ. 9)

Over 2

Fig. 1 Case 1 considering preceding train(Pass)-following
train(Pass)

Fig. 2 Case 2 considering preceding train(Pass)-following
train(Pass)

대피추월 없이 정차(S)-통과(P)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Fig. 3, Fig. 4와 같이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Case 1과 같이 ⓐ-ⓑ
2

시격( h )과 ⓑ-ⓒ 시격( h

3–1

) 계산 시 중복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Case 2에서도 ⓐ-ⓑ 시격( h

시 중복이 발생한다. 이 중복은 제동시간, 정차시간, 가속시간의 합이 중복 계산되는 것으로,

4–1

)과 ⓑ-ⓒ 시격( h

3–1

) 계산

만 추가적으로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본선이 1개이고 정차패턴이 정차(S)-정차(S)하는 경우에는 제동시간, 정차시간, 가속시간의 합만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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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야 한다. 부본선이 2개이고 정차패턴이 정차(S)-정차(S)하는 경우에도 h 만 추가되어야 한다.

Fig. 3. Case 1 considering preceding train(Stop)-following
train(Pass).

Fig. 4. Case 2 considering preceding train(Stop)-following
train(Pass).

정차패턴의 조합에 따른 상태 변화에 대한 다이어그램과 중복부분을 제외한 정거장시격 조정은 Fig. 5와 같다. 먼저 현재 정
차패턴이 통과(P)-정차(S)인 경우 다음으로 가능한 정차패턴은 정차(S)-통과(P) 혹은 정차(S)-정차(S)이다. 그리고 이때 정거장시
3

1

격은 중복으로 인해 앞에서 보인바와 같이 정차(S)-통과(P)인 경우는 h 이 아닌 h 으로 조정되고, 부본선이 1개인 경우는
h

4–1

이 아닌 ( Tb + Tdw + Ta ) ⁄ 60 으로, 부본선이 2개인 경우에는 h

4–2

1

아닌 h 으로 조정된다.

Fig. 5. Train halting pattern diagram and adjusted station headways.
1

최종적으로 역 s 에서 계획 혹은 운영 중인 부본선-정차패턴 비율을 r ~ r

4–2

라고 하면 정거장시격 h ( s ) 는 식 (10)과 같다.

마지막으로 선로용량은 기준시간을 정거장시격으로 나누어 식 (11)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시간은 선로이용률 및 유지보수 시간
을 고려하여 하루에 열차를 운행하는 실제시간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고속열차에 대해 17.5시간(1,050분)을 적용하였다.
(10)
(11)

3. 산식과 시뮬레이션 기반 선로용량 비교실험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안한 산식기반 계산 방법과 시뮬레이션 기반 선로용량 산정에 대한 비교실험을 실시한다.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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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한다. 첫 번째는 국외에서 용량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UIC 406 [15] 방법과 비교한다. 이를 위
해서 전문 시뮬레이터를 활용한다. 시뮬레이터는 RMcon사에서 개발한 Railsys [16]를 활용하였다. Railsys는 blocking time 이
론에 따른 UIC 406 방법을 기반으로 시각표를 압축한 후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선·후행열차 간 시격을 산정한다. 정확한 인프
라(구내배선, 신호기 위치, 폐색, 궤도)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 운영상황과 가까운 선로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교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배분시스템은 TPS 분석을 통해 역간 표준 다이아그램(Diagram)을 생성하고, 열차
배열순서가 다른 대안에 대한 반복수행을 통해 선·후행열차 간 시격을 산정한다. 따라서 다양한 열차배열순서에 따른 용량변화
를 검토할 수 있다. Railsys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배분시스템에 대하여 Table 4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Railsys의 열차스케줄과 한국철도공사의 역간 운행시간을 비교하여 정산하였고, 선로배분시스템의 선로
용량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4. Summary of Railsys and KR train-path allocation program.
Classification

Railsys

KR train-path allocation program

- UIC 406 by blocking time theory
Methodology - Calculate of trains headway(or schedule) after compression of timetables

- Generate standard Diagram between stations through
TPS analysis
- Calculate of trains headway(or schedule) based on trainpath scenario

Strengths

- Calculate the almost actual capacity given operational
conditions

- Sensitivity analysis on capacity according to different
train-path scenario

Weakness

- Implement the infra conditions in the simulator
- Create the operational timetable

- Require the TPS analysis to generate standard diagrams
between stations.
- Create scenarios on train-path

Input data

- Infra(curve, gradient, traction, acceleration / deceleration,
etc.) data
- Signal condition(ATP, ATC, etc.)
- Operational timetable

- Standard diagram between stations
- Signal condition(ATP, ATC etc.)
- Train-path scenario

3.1 Railsys 시뮬레이터와 비교
3.1.1 부본선-정차패턴별 정거장시격 비교
2.1절에서 제시한 부본선-정차패턴에 따라 선행과 후행 두 열차사이의 시격을 오송역과 울산역에서 비교하였다. 오송역의 경
우 대피선이 2개이며, 대피/추월은 발생하지 않는다. Railsys를 통해 산정된 정차패턴별 인프라에 따라 가능한 최소의 시격은
1

Fig. 6과 같다. Table 5는 본 연구에서 산정한 정거장시격과 Railsys에서 계산된 정거장시격을 정리하였다. 오송역의 h (통과2

통과)은 본 연구에서 2.49분, Railsys에서 2.44분으로 계산되어 약 0.05분 차이가 난다. h (통과-정차)와 h
0.17분 차이를 보이며. h

4–2

3–1

(정차-통과)은

(정차-정차)는 0.24분 차이를 보여, Railsys로 계산한 시격과 본 연구의 산식기반 시격은 유사하다

고 판단되었다.
대피선이 1개인 울산역의 정거장시격 비교 결과 평균적으로 차이는 Railsys 기준 약 8.8%로 나타났다. 각 정차패턴별 시격은
Table 5에 정리하였다. 울산역의 정거장 시격은 본 연구에서 산정한 시격이 Railsys에서 산정된 값보다 크다. 차이 발생에 대한 주요
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동손실시간을 69초, 가속손실시간을 124초로 가정하였으나, 울산역 전·후의 터널구간에서 가감속성능
이 높아져 Railsys의 제동손실시간은 약 60초, 가속손실시간은 약 105초로 작기 때문이다. 대피선이 1개와 2개인 역에서의 정거장시
격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산정한 정거장시격과 Railsys에서 계산된 정거장시격 간 차이는 평균 10%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3.1.2 정차패턴 조합에 따른 정거장시격 비교
이번 절에서는 2.2절에서 조정한 정차패턴 조합에 따른 오송역에서의 정거장시격을 비교한다. 오송역에서의 정차패턴 비율은
1

2

통과-통과( r ) 30%, 통과-정차( r ) 26%, 정차-통과( r

3–1

) 26%, 정차-정차( r

4–2

) 18%로 하였다.

정차패턴 조합에 따른 정거장시격을 비교하는 방법은 먼저, 오송역에서의 정차패턴 비율을 만족시키는 50개의 테스트 시각표
를 만든다. 나머지 역에서는 모두 통과시켜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각 테스트 시각표는 10분 시격의 열차 101대를 생성하
고 시각표 압축 기능을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최대한 압축하였다. 즉, 1시에 첫 열차가 출발할 때, 마지막 열차는 시각표 압
축 전 17시40분에 출발한다. 하지만, 시각표 압축 후에는 마지막 열차가 8시28분에 출발하며 이들 101개의 열차의 평균시격은
압축 전 10분에서 압축 후 4.4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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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tion headway using Railsys on each halting pattern(Pass-Pass, Pass-Stop, Stop-Pass and Stop-Stop).
Table 5. Station headway comparison at Osong and Ulsan station.
Train halting patterns
h1(Pass - Pass)
h2(Pass - Stop)
h3-1(Stop - Pass)
h4-1(Stop - Stop)
h4-2(Stop - Stop)
Avg.

Osong station headway

Ulsan sation headway

Ours(min)

Railsys(min)

Gap(min)

Ours(min)

Railsys(min)

Gap(min/%)

2.49

2.44

0.05 (2.0%)

3.13

3.11

0.02 (0.6%)

7.70

7.87

0.17 (2.2%)

8.35

7.39

0.96 (13.0%)

7.70

7.87

0.17 (2.2%)

8.35

7.39

0.96 (13.0%)

-

-

-

10.44

9.62

0.82 (8.5%)

7.70

7.94

0.24 (3.0%)

-

-

0.15 (2.3%)

Fig. 7. Timetable compression at Osong station.

0.6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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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50개의 테스트 시각표를 압축하여 계산된 오송역에서의 정거장시격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정거장시격의 평균은
1

2

4.43분, 최빈값은 4.45분, 표준편차는 0.0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안한 산식기반 정거장시격은 4.4분 ( 0.30h ( s ) + 0.26h ( s )
1

1

+ 0.26h ( s ) + 0.18h ( s ) )으로 시뮬레이션상의 4.12분~4.46분 사이에 있으며, 최빈값과 0.05분 차이로써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ig. 8. Histogram of station headway at Osong Station.

3.2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배분프로그램 용량산정 결과와 비교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식기반 고속철도 선로용량과 최종빈 [5]을 적용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배분프로그
램에서 계산된 용량을 비교해보았다. Fig. 9의 한 점은 개별 선구에서 계산된 용량으로 두 계산 방법 간의 차이가 없다면 45도
선상에 모든 점들이 위치하게 된다. 두 방법론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은 선구 내 정거장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구 내 정거장 간 독립성을 가정하지만 선로배분프로그램에서는 정거장 간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선로용량의 Cronbach’s α [17]는 0.87이다.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두 계산 방법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ig. 9. Consistency in capacity between our model and the train-path allo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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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식을 기반으로 계산된 하나의 값을 선로용량으로 활용해온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선로용
량 계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론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던 정거장별 부본선 설치 수가 선로용
량에 미치는 영향과 정차패턴(정차-정차, 통과-정차, 정차-통과, 통과-통과)의 혼합이 선로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본선
시격과 정거장시격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산식기반 선로용량과 시뮬레이션기반 선로용량을 비교한 결과, 정차패턴
별 시격의 차이는 대피선이 1개인 경우 7.8%, 대피선이 2개인 경우 8.1%로 분석되었다. 정차패턴이 조합되었을 때의 효과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역시 최빈값과의 차이가 0.05분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국철도시설공단 선로배분프로그램의 용량산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산식기반 선로용량이 일반적으로 높게 산정되었
지만, Cronbach’s α값이 0.87로 통계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산정 방법론은 선구별 및 정거장별 독립성을 가정하므로 선구 간에 운영조건 차이와
선구 내 여러 정거장이 있는 경우 정차패턴의 혼합이 선로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
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산식기반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일반철도 및 도시·광역철도 등 다양한 열차 종을 고려
하는 선로용량 계산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용량편람제정연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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