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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전철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건설과 분리되

어 운영하며, 건설기간 공급되는 시스템 품질과 위탁 운영

업체의 운영품질이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의하여 서비

스의 품질이 평가된다. 이러한 경전철 민자사업은 승객관점

에서의 서비스 품질지표로서 서비스가용도를 도입하고 있다

[1-3]. 이러한 서비스가용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열차정

시성과는 구별된다.

열차정시성은 철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품질지표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지연시간을 측

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가용도는 승객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지연시간

을 측정하며 시스템 공급자가 납품한 시스템 품질과 운영자

의 고장복구 능력의 운영 품질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계약과 운영 및 유지

보수(O&M) 계약이 분리되고,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별도의 전

문 운영업체에 위탁한다. 위탁 운영업체는 매달 외주운영비

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급조건

으로 서비스 품질지표를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 달성여부를

판단하여 외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지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

통서비스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운영자의 훈련 및 숙

련도 등의 운영품질수준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

운영계약에 반영되는 핵심 서비스 품질지표로서 서비스가용

도가 적용되며, 서비스가용도 성과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

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1].

그러나 계약적으로 중요한 서비스가용도 목표 값에 대하

여 사업시행자, 운영자, 시스템 공급자의 이해관계자간 상호

합의가 필요하나, 서비스가용도 실적이 국내에 전무하며 국

내 실적이 많은 열차정시성과의 혼선으로 인하여 많은 논쟁

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높은 서비스가용

도 목표값을 요구하나 운영자와 시스템공급자는 보증할 수

있는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다. 또한 서비스가용도 목표 값

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결정되어야만, 신규 노선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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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용도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별로 가용도 목

표값이 할당되어 시스템 사양서에 반영되고 또한 운전운영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 품질지표로

서 서비스가용도에 적용되는 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고장시

간 산정방안을 제시하며,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경전철 서

비스가용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사

업시행자가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또한 가장 많은 혼선을 야기하는 열차정시

성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서비스가용도와 열차정시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2. 서비스가용도

2.1 선행연구 요약

서비스가용도에 관한 연구로 김재훈 등은 철도시스템 가

용도에 대하여 해외규격, 국내외 발주사양 등을 통해, 가용

도 계산방법 등을 비교분석하고[4], 이를 통해 국내 철도시

스템에 적용할 가용도 계산방법(안)을 제안하였으며, 하천수

등은 국내외 철도 서비스 품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경

전철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정량적인 서

비스 품질의 척도 및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5]. 또한 서용

준 등은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가용도 모델과

메트로 시스템의 서비스 성능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RAM 모

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6]. 김종운 등은 정시성의 목

표값이 운영 요구조건으로 주어진 경우 철도운영자가 운영

기간 동안의 패널티 부과 회수를 고려하여 철도시스템의 서

비스 신뢰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철도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의 서비스 고장간 거리에 따라 연간 패널티 부과 확

률 및 철도시스템의 운영연수 동안 패널티 부과 회수를 산

출하는 절차 및 계산식을 제안하였다[7]. 

기존 연구는 서비스가용도의 계산식 및 절차를 제시하였

으나, 단일 노선 전체의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을 설정하기 위

한 서비스가용도의 정량적 예측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승객, 운영자, 시스템공급자의 관점에

따른 고장시간의 구분 및 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고장시간 산

정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2 승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품질지표

경전철에 요구되는 핵심 서비스 품질 요구조건은 Table 1

과 같이 정시운행이다. 정시운행에 대한 관점은 승객 관점

혹은 운영자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운영자 관

점에서는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열차운행에 대한 정시운

행 기준이지만, 승객 관점에서는 승객 개인의 통행을 위한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열차운행에 대한 정시운행 기준이

다. 이러한 승객 개인의 출발역과 도착역은 열차운행의 시

발역과 종착역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통행시간은 승강장에서의 대기

시간과 열차 탑승 후 차내 대기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승객의 승강장 대기시간은 평균적으로 열차의 운전시격(배

차간격)에 의해서 결정되며, 차내 대기시간은 열차의 표정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운행취소로 인하여 승객의 승강장 대기시간이 증가되며,

운행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의 차내 대기시간이 증가한다. 따

라서 운행취소 및 운행지연에 따른 통행시간의 증가는 타 교

통수단대비 경쟁력을 상실하여 교통수요의 감소 및 운임수

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3 서비스 고장시간의 구분 및 고장의 범주

무인운전 경전철의 서비스 고장시간(MTTRS: Mean Time

To Restore Service)은 아래 Fig.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①감지시간은 관제실의 운영요원이 고장을 감지하여 반응하

기까지의 시간으로 유지보수요원의 현장출동 지시 등의 소

요시간이다. ②이동시간은 유지보수요원이 고장이 발생한 위

치까지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③MTTR(Mean Time

Table 1 Viewpoint for LRT Quality of Service (QoS)

관점 구분 QoS 불량 불량시 조치 예

승객 정시운행
운영지연,

운행취소
대체 교통수단 이용

운영자 정시운행
운행지연 빠른 고장복구조치

운행취소 예비편성 투입

시스템

공급자
RAM 고장 이중계 구성

Fig. 1 The structure of service down time (MTTRS) after servic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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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pair)은 유지보수요원에 의하여 고장조치를 완료하고

서비스 준비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④회복시간은 서

비스 재개를 위하여 관제실의 운영요원이 시스템을 재가동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승객이 체감하는 고장시간은 MTTRS이지만, 고장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와 시스템 공급자로 구분된다. 시스템 공급자

는 ③MTTR을 책임지지만 운영자는 ③MTTR을 제외한 나

머지 시간(MTTRS – MTTR = ①감지시간 + ②이동시간 +

④회복시간)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서비스 고장 시 지연시간은 승객이 느끼거나 인식하는 지

연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발생된 서비스 고장횟수 산정 시

지연시간 별 고장등급을 부여하고 적절한 허용범위의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서비스 고장이라 정의한다. 서비스

고장등급의 예는 Table 2와 같다[2].

무시 가능한 고장 및 경미한 고장은 관제실의 원격제어 및

운영요원(차량 탑승 또는 역사인원) 등의 즉각적인 개입으

로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분 미만의 지연시간을 발

생키는 고장은 정시운행으로 판단하나, 중대하거나 심각한

고장인 3분 이상의 지연시간을 발생시키는 고장은 운행지연

및 서비스 고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 서비스가용도 정의 및 측정방법

국내외 철도시스템에서 적용되는 가용도는 다양한 계산방

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1-6].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가용도(Service Availability: SA)는 식(1)과 같이 정의되며,

국내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및 우이-신설 경전철에

서 채택된 식이다[1-3].

서비스가용도는 매 일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 예정

운영시간(TS) 대비 실제 운영시간(TA)의 비율을 근거로 한다.

운영중지시간(TD)은 각 고장 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서비

스 고장시간의 합계로 정의된다. 매 월별로 평균 되어지는

월별 서비스가용도 혹은 연간 서비스가용도는 운영자의 성

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1)

여기서,

(2)

i번째 서비스 고장의 서비스 고장시간(DTi)은 정시운행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운행지연이 발생하는 서비스 고장시의

지연시간으로 정의되며, 노선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허용범위가 주어질 수 있다.

- 서비스 고장시간 산정방법

서비스 고장시간의 산정은 승객, 운영자, 시스템 공급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서비스 고장시간은 승객의 관점에서 체감하는 지연시간

으로 산정한다.

서비스 고장시간은 고장으로 인하여 본선에 운행중인 모

든 지연열차의 인접역까지 계획된 도착시간과 실제 도착시

간의 차이인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이들 중 허용시간(θ)를 초

과한 최대 지연시간으로 식(3)과 같이 산정한다.

DTi = max(DTi1,...,DTij,...,DTin), DTi > θ (3)

여기서,

DTij = jth train's delay time at ith service failure

n = the number of train running in the mainline

고장 시 고장열차의 지연시간보다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후속열차의 지연시간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장으로 인하여 노선 전체에서 가장 큰 지연시간을 체감하

는 승객관점으로 지연시간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철

도 등에서 채택되는 종착역 도착 기준의 5분 이내 지연시

간의 기준과는 차별화 된다. 

이는 일반철도에서는 채택되는 운영자 관점에서 측정되는

종착역 정시성 개념을 경전철 민자사업에서는 승객 관점에

서 측정되는 역별 정시성 개념으로 전환하여 승객 서비스 품

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다. 또한 회복운전을 통한 운영자의 만

회노력에 따른 지연시간 감소효과를 배제하여 운영자와 시

스템 공급자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2.5 열차정시성과 열차투입도

- 열차정시성(Train Punctuality: TP)

열차정시성(TP)은 실제 투입되는 열차의 운행 횟수 대비

정시운행 횟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식(4)와 같다[6]. 열차정

시성 계산시 운행취소 된 운행 횟수는 제외한다. 식(5)의 열

차비정시성(Train unPunctuality: TuP)는 열차정시성의 불량

지표로 측정되고 관리된다.

(4)

여기서,

Table 2 Service failure category

고장등급 지연시간 고장조치
서비스고장

판별

무시 가능한

고장
1분 미만 관제실 원격제어 정시운행

경미한

고장

1분 이상

3분 미만

관제실 원격제어

및 운영요원 투입
정시운행

중대한

고장

3분 이상

30분 미만

유지보수요원 투입

유지보수
서비스고장

심각한

고장
30분 이상

필요시 

구원운전 실시
서비스고장

SA
TA

TS

------
TS TD–

TS

---------------- 1
TD

TS

------– 1

DTi
i 1=

N
Service Failure

∑

TS

-------------------------------–= = = =

TD DTi
i 1=

N
Service Failure

∑=

TP
NOn timeTrip–

NActual Trip

----------------------------- 1
NDelayed Trip

NActual Trip

---------------------------– 1 T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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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차정시성은 운행횟수의 비율로 표현되지만 서비스가용

도는 운영시간의 비율로 정의되는 차이점이 있다.

- 열차투입도(Train Delivery: TD)

열차투입도는 계획된 열차운행계획 대비 실제 운행에 투

입되는 열차의 운행횟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식(6)과 같다. 

(6)

여기서,

(7)

식(7)의 열차비투입도(Train unDelivery: TuD)는 열차투입

도(TD)의 불량지표로 측정되고 관리된다. 열차비투입도(TuD)

는 운행취소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2.6 서비스가용도 모델링 및 열차정시성과의 관계식

SA는 식(1)로부터 식(12)의 평균지연시간(DTavg) 및 식(13)

의 평균시격(HWavg)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8)과 같이 모델

링 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의 식(11)와 같이 SA와 TP와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8)

(9)

(10)

(11)

여기서,

(12)

(13)

(14)

식(10)로부터 SA는 TuP, α와 TD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식

(4)에 나타나 있는 TP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10)

로부터 SA는 본선에 투입된 열차의 TuP에 α 및 TD 가중

치가 적용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3. 지수분포를 이용한 서비스가용도 및 

열차정시성 모델링

3.1 지연시간 분포

Harris는 개별 정거장에 대한 열차의 지연시간 분포는 지

수분포 혹은 q-지수분포로 관측되며 q-지수분포를 사용하면

더욱 정밀하게 정거장 별 열차의 지연시간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 그리고 지수분포 이외의 분포를

가정하면 요구조건의 설정 및 검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복

잡한 철도시스템의 고장모형으로 지수분포가 널리 사용된다

[4,7].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정거장을 가진 단일 노선에 운행

중인 열차들의 지연시간 분포는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한다. 단일 노선에 대한 지연시간 확률 분포는 Fig. 2에 보

여진다.

Fig. 2에서 보여지는 지수분포 확률밀도함수(PDF)는 다음

식(15)과 같이 정규화되어 정의될 수 있다[9]. 어떤 지연고

장에 대한 지연시간 DT는 지수분포 무작위 변수라고 가정

한다.

(15)

λ는 지수분포의 속도 매개변수인 양수로서 지연고장의 고

장률을 의미한다. λ의 산정방안에 대해서는 3.4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운행지연 확률 P[DT > θ]은 식(15)로부터 다음 식(16)과 같

이 정의될 수 있다[9].

(16)

운행지연 확률 P[DT > θ]는 어떤 주어진 무작위적 지연사

건이 임의의 지연시간 DT가 θ 이상일 확률을 보여준다. 0

분 지연시간 이상일 확률은 명백하게 1이다.

TuP
NDelayed Trip

NActual Trip

---------------------------=

TD
NActual Trip

NScheduled Trip

------------------------------ 1
NCancelled Trip

NScheduled Trip

------------------------------– 1 TuD–= = =

TuD
NCancelled Trip

NScheduled Trip

------------------------------=

SA 1
DTavg NDelayed Trip×

HWavg NScheduled Trip×
----------------------------------------------------–=

1
DTavg

HWavg

----------------⎝ ⎠
⎛ ⎞ NDelayed Trip

NActual Trip

---------------------------⎝ ⎠
⎛ ⎞ NActual Trip

NScheduled Trip

------------------------------⎝ ⎠
⎛ ⎞××–=

1 α TuP TD××–=

1 α TD α+× TD TP××–=

DTavg

DTi
i 1=

N
Service Failure

∑

NDelayed Trip

-------------------------------=

HWavg

Ts

NScheduled Trip

------------------------------=

α
DTavg

HWavg

----------------=

fDT t( )
λexp λt–( ) t 0≥,

0 t 0<,⎩
⎨
⎧

=

P DT θ>[ ] fT t( ) td
θ

∞

∫ λexp λt–( ) td
θ

∞

∫ exp λθ–( )= = =

Fig. 2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dela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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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운행의 허용시간(θ)를 초과하는 운행지연의 평균지연

시간, DTavg는 다음 식(17)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9].

(17)

지연시간 밀도함수, fDT|t>θ(t)는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로서

P[A|B] = P[A]/P[B]의 조건부 확률 공식을 따른다. 특히

fDT|t>θ(t) = fDT(t−θ)이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θ를 초과하

는 지연고장의 지연시간은 θ에 지수분포시간이 더해짐을 알

수 있다.

3.2 지연승수(α)

식(17)을 식(14)에 대입하면 지연승수(α)를 θ, HWavg, λ를

이용하는 식(18)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18)

식(18)로부터 지연승수(α)를 구하기 위하여, 열차시각표를

이용하여 평균 운전시격(HWavg)을 산출한 후 허용시간(θ)을

설정하여야 한다.

3.3 열차정시성 및 서비스가용도 모델

식(5)로부터 식(16)의 허용시간(θ) 이상의 운행지연 확률

P[DT > θ]를 이용하여 TuP는 식(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여기서,

(20)

식(19)를 사용하여 TP는 식(4)로부터 다음 식(2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1)

식(21)으로부터 TP는 운전시격과 무관하며, 허용시간(θ)과

지수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식(17), 식(18)을 사용하여 SA는 식(10)으로부터 다음 식

(22)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2)

식(22)로부터 허용시간(θ), 평균시격(HWavg), 고장률(θ) 그

리고 열차투입도(TD)를 이용하여 SA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SA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 입력 파

라미터 산정방안에 대하여 3.4에서 상세히 기술되며, 4장에

서는 각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SA와 TP의 민감도 및 차이

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3.4 서비스가용도 예측모델에 사용되는 입력 파라미터

산정방안

- 허용시간(θ) 산정

허용시간(θ)은 시업시행자가 노선의 운전시격 특성 및 타

노선을 참고로 설정한다. 

- 평균시격(HWavg) 산정

노선의 평균시격(HWavg)은 열차시각표를 이용하여 쉽게 산

출된다.

- 열차투입도(TD) 산정

열차투입도(TD)는 철도 운영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철도

서비스 품질지표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운영회사는 충분한

예비열차를 확보하여 TD > 99%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열차투입도(TD)는 유사한 시스템의 과거실적 데이터나 정

인수 등이 제시한 서비스 시작 시점에 철도 차량을 서비스

에 투입 가능한 확률인 차량 서비스 준비율 모델식을 활용

하여 추정한다[10].

- 고장률(λ) 산정

노선 전체의 고장률(λ)은 가장 많은 실적 데이터를 가지

고 있는 TP와 허용시간(θ)의 데이터로부터 식(21)을 이용하

여 다음 식(23)과 같이 고장률(λ)을 구한다[11].

(23)

식(23)으로부터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장율(λ) 값을 확

보하기 위하여 초기고장 단계와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고 특

성이 비슷한 노선별로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의미

있는 고장율(λ)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추가 연

구가 요구된다.

사업시행자와 운영자간 합의할 수 있는 고장률을 제공하

기 위하여 각 노선별 고장율(λ)을 조사하여 비슷한 노선별

로 분류하여 대외적으로 권장하는 고장율(λ)을 산정하는 방

법도 있다.

4. 서비스가용도 및 열차정시성 분석

4.1 허용시간(θ) 변화에 대한 열차정시성(TP) 분석

식(21)로부터 θ변화에 따른 TP의 λ 민감도가 Fig. 3에 보

DTavg E DT t θ>[ ]=

 t fDT t θ>
t( )× td

θ

∞

∫=

 t
fDT t( )

P DT θ>[ ]
------------------------× td

θ

∞

∫=

 t λexp λ t θ–( )–[ ]× td
θ

∞

∫=

 θ
1

λ
---+=

α
DTavg

HWavg

----------------
1

HWavg

---------------- θ
1

λ
---+⎝ ⎠

⎛ ⎞ θ

HWavg

----------------
1

λ HWavg×
------------------------+= = =

TuP
NDelayed Trip

NActual Trip

---------------------------
NActual Trip P DT θ>[ ]×

NActual Trip

----------------------------------------------------- exp λθ–( )= = =

NDelayed Trip NActual Trip P DT θ>[ ]×=

TP 1 exp λθ–( )–=

SA 1
1

HWavg

---------------- 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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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TP는 θ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λ에 따라 민감

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Fig. 3으로부터 TP = 95%를 달성하기 위하여 λ = 0.3일

경우 10분, λ = 0.6일 경우 5분, λ = 1.0일 경우 3분의 허

용시간(θ)이 필요하다. 즉, 동일한 TP값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선의 λ 특성에 따라 다른 θ 설정이 필요하다.

4.2 평균시격(HWavg) 변화에 대한 열차정시성 (TP) 및

서비스가용도(SA) 분석

λ = 1.0, θ = 3분, TD = 1을 가정할 경우, HWavg에 따라

서 α, TP, SA의 변화가 Table 3에 보여진다.

Table 3로부터 α = 1인 경우 SA는 TP와 동일한 95%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Table 3에 대한 추세를 Fig. 4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이 Fig. 4로부터 HWavg가 증가함에 따라 α는 감소하고 SA

는 증가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TP는 HWavg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TP는 한 노선의 평균

시격 등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SA는 노선의 평균시격을 반영하여 적절한 값을 설정

할 수 있다.

4.3 지연승수(α) 특성 분석

α는 식(14)에서 보여지는 평균시격 대비 평균지연시간의

비율이다. 국내 경전철 민자사업에 적용되는 정시운행 허용

시간(θ) 사례를 분석하면 Table 4과 같다[1-3].

일반적으로 철도에서 적용되는 5분의 고정된 정시운행 허

용시간이 아니라, 경전철 노선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값을 적

용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의 특이한 점

은 허용시간이 운전시격과 연동하여 가변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Table 4에 대한 추세를 Fig. 5과 같이 표현된다.

가변형 허용시간인 θ = HW로 설정된 부산-김해 경전철

및 θ = 2×HW로 설정된 용인 경전철은 HWavg 변화에 따른

α의 민감도가 적으나, 3분의 고정된 허용시간을 가진 우이-

신설 경전철은 HWavg 변화에 따라 α가 민감하게 변한다.

Table 3 A table showing α, TuP, TP and SA at different average

headways

HWavg α TuP TP SA

2 2 5.0% 95.0% 90.0%

4 1 5.0% 95.0% 95.0%

6 0.67 5.0% 95.0% 96.7%

8 0.5 5.0% 95.0% 97.5%

10 0.4 5.0% 95.0% 98.0%

Fig. 3 A plot of TP against θ with parameter values, λ = 1.0, 0.6,

0.3
Fig. 4 A plot of TP, SA and α against average headway (HWavg)

Table 4 A table showing different delay thresholds (θ) for on-

time trip

구분 허용시간(θ) λ α

우이-신설 경전철 3 min 1 4/ HWavg

부산-김해 경전철 One Headway 1 1+1/ HWavg

용인 경전철 Two Headway 1 2+1/ HWavg

Fig. 5 A plot of α at different θ against average headway (HW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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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시운행 허용시간(θ) 변화에 대한 SA 민간도 분석

λ = 0.6, TD = 1을 가정할 경우, 식(21)과 식(22)을 이용

한 θ 변화에 따른 TP, SA 민감도가 Fig. 6에 보여진다.

Fig. 6으로부터 허용시간(θ)이 감소함에 따라 SA(3 min

HWavg)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또한 SA(10 min HWavg)와

SA(3 min HWavg)의 차이는 커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

한 점은 10분 이하의 정시운행 허용시간 (θ)을 가지는 노선

은 SA값의 차이가 0.67% 이상으로 커진다. 5분의 정시운행

허용시간(θ)을 가지는 노선의 경우, 평균 운전시격의 크기에

따라 상당히 큰 7.74%의 SA값의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10분 이하의 운행지연 허용시간(θ)을 가지는 노

선에 대한 SA는 허용시간(θ) 및 평균시격(HWavg) 변화에 대

하여 상당히 큰 민감도를 가진다.

Fig. 6 A plot of TP and SA with parameter values, λ = 0.6, TD =

1 and HWavg = 3~10min.

국내 경전철의 한 사례는 연간 SA 목표값 대비 측정된 SA

의 차이 1%당 연간 위탁운영비 총액의 0.1% 그리고 최대

위탁운영비 총액의 1%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선의 허용시간(θ) 및 평균시격 (HWavg) 특성을 고려한 정

량적 SA 목표값의 설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5 TD 변화에 대한 SA 민감도 분석

식(22)로부터 TD가 증가하면 SA는 감소한다. Table 3에

적용된 α = 1인 사례를 이용하여 TD변화에 대한 SA 변화

를 Table 5와 같이 표현활 수 있다.

식(22)로부터 TD는 운행지연 확률인 exp(-λ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고장확률을 감소시키다. 예를 들면, 한 개

노선에서 20편성의 열차가 운행 중일 경우, 1개 편성의 열

차가 고장으로 수리를 위하여 본선에서 차량기지로 회송되

면, 19편성의 열차가 운행된다. 19편성의 운행열차는 20편

성의 운행열차 대비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 이 경우 열

차투입도 TD는 감소하고 SA는 증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예비열차를 투입하여 운행취소를 최소화한다.

예비열차를 투입할 경우 TD는 증가하고 SA는 감소한다. 

TD의 감소는 SA의 증가를 유발하고 운영 시 별도로 조

작이 가능하므로, TD는 SA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TD

는 TP와는 별도의 품질지표로서 각 운영회사에서 많이 사

용되며, 대부분의 운영회사는 충분한 예비열차를 확보하여

TD가 99%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5. 결 론

열차정시성은 철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품질지표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지연시간을 측

정한다. 반면 서비스가용도는 승객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지

연시간을 측정하며 시스템 공급자가 납품한 시스템 품질과

운영자의 고장복구 능력의 운영 품질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서비스가용도는 건설과 운영이 분리

되고 운영이 별도의 전문 운영자와의 운영계약이 되는 경전

철 민자사업에서 핵심 서비스 품질 지표로서 많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적으로 중요한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운영자, 시스템공급자의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합

의가 필요하나, 서비스가용도 실적이 국내에 전무하며 국내

실적이 많은 열차정시성과의 혼선으로 많은 논쟁이 발생하

였다. 또한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결정되어야 신규 노선의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

하여 시스템 별로 가용도 목표값이 할당되어 시스템 사양서

에 반영되고 또한 운전운영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경전철 서

비스가용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서

비스가용도 목표값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

며 또한 가장 많은 혼선을 야기하는 열차정시성을 이론적으

로 모델링하여 서비스가용도와 열차정시성의 관계와 차이점

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개발된 서비스가용도 예측모델은 경전철 민자

사업 이외에도 서비스가용도 지표를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

노선의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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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호 및 약어

Table A1 Notations and Abbreviations Table

Term Description

DT delay time

DTavg average delay time

DTi delay time at ith service failure

DTij jth train’s delay time at ith service failure

HWavg average headway

i index of service failure

MTTR mean time to repair

MTTRS mean time to restore service

NActual Trip number of actual trips

NCancelled Trip number of cancelled trips

NDelayed Trip number of delayed trips

NOn-time Trip number of on-time trips

NScheduled Trip number of scheduled trips

NService Failure number of service failures

P probability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QoS quality of service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 service availability

t time

TA actual operating time in the observation period

TD delayed time in the observation period

TS

scheduled operating time in the observation 

period

TD train delivery

TP train punctuality

TuD train undelivery

TuP train unpunctuality

α
delay multiplier (=average delay time per 

average headway)

θ threshold of on-time trip

λ failure rate of 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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