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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최적 지하철 배차간격 모델에
관한 연구

김상필 유재곤 김종배

요약

년 월 개화에서 신논현까지 서울 지하철 호선이 개통했다 년 호선 일평균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 대비 수준이었으나 년은 를 달성했다 년 월 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평일 평균 이용객이 만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에 염창역에서 당산역
까지의 혼잡도가 로 나타났다 또한 당산역에서 여의도역까지 혼잡도도 를 넘는 수치를 기
록했다 급행열차를 선호하는 인원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잡도의 주 원인인 정체현상을 감소시키고 승객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여객
수송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의 급행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 적용된 연구방
법은 혼잡도 수준을 낮추는 최적의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아레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통해 지하철의 혼잡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아레나 시뮬레이션 호선 혼잡도 최적 배차간격 모델
Abstract
Seoul metro line 9 has been open to Gaehwa station from Sin-Nonhyeon station on July 2009. Seoul
metro line 9 observed traffic 97% per day, but it observed traffic achievement 110%. Daily average traffic
volume increase 150,000 because new extend train line on March 2015.
According to National Assembly data, subway congestion is 237% to Yeomchang station from Dangsan
station in rush-hours. Also, it record over 234% to Dangsan station from Yeouido station and 216% to
Norrangjin station from Dongjak st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a change express train plan for increase passenger transfer rate exclude risk
elements and reduce main cause for congestion. This adapted methods are optimal process set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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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 rate, verify a plan using Arena simulation program analysis.
I expect that the suggested method would help to solve Seoul metro line 9 subway congestion.
Keywords : Arena, Simulation, Subway Line No.9, Congestion, Optimal Scheduling Model

서론
년 월 일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호선이 개통했다 맥
쿼리인프라 자료에 따르면 년 호선 일평균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 대비 수준이었으나
년
를 기록하고 년은 를 달성했다 년 월 일 신논현역에서 시작해 종
합운동장 등 개역으로 이어진 단계구간이 개통했다 평일 평균 이용객이 만명 정도가 더 늘어
나 혼잡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의 혼잡도가 로 나
타났다 이는 다른 서울 지하철 혼잡도 배 뛰어넘는 수치이다 또한 당산역에서 여의도역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으로 기록이 될 만큼 집중 구간의 혼잡
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호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시 메트로 호선에서는 고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
여 혼잡 구간을 반복운행 하는 셔틀 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추가 열차편성 조조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혼잡도의 주 원인인 정체현상을 제거하고 순환
을 높이기 위해 출근시간동안 급행열차와 완행열차의 편성수를 조절하여 운행하는 방법과 현재 편
성되어 운영 중인 호선 지하철의 량에 량을 유동적으로 추가 편성해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
시한다

관련 연구
서울시 지하철 개요 및 현황
서울시의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지하철의 수송 부담률은 년 약 이던 것이 년에
약 로 증가했고 년의 수송인원은
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년의 호선의 여객
수송 실적은 약 만 명 정도 수준이지만 서울시에서 발표한 제 차 대중교통계획에 따르면
호선 도시철도 운송 인원이 점점 큰 폭의 증가세로 증가하고 있다

혼잡도
혼잡도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과 같이 혼잡도는 열차 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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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점유할 수 있는 최대 객체 수 대비 해당영역의 위치하고 있는 객체수의 비율로써 정의할 수
있다
그림 혼잡도 공식

그림 과 같이 국내 도시철도 운영사의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방식은 제곱미터 당 명을 기준
으로 해서 측정하며 량에 여명 정도가 탑승하였을 때 라고 말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구간
별 혼잡도 통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그림 지하철 혼잡도 측정 기준

연구 방법
시뮬레이션 소개
아레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순서도 형식의 모델링 환경에서 시스템 분석과 최적화 계획을
위해 설계되고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도구이다 스프레드 시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구 방법

그림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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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같이 호선 역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기본으로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
델을 설계하여 현재 인 혼잡도 구간을 구현하고 급행열차 수 변경과 운행 열차의 편당 차량
대수를 변경하여 혼잡도를 낮추려고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그림 와 같이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구현하였는데 서울시 공공데이터
에서 제공한 시부터 시까지 출근시간 역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와 호선 차량 시간표를 이용해
데이터 입력 값으로 설정했다 입력데이터 부분은 크게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승객이 지하철역으
로 진입하는 데이터와 차량이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데이터 차량이 염창역으로 진입하기 전 지
하철 내 승객인원을 아레나시뮬레이션의
모듈로 표현하였다

그림 아레나 시뮬레이션

부분모델과 역별 열차운행 시각표

여러 가지 모듈을 이용해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승객들이 열차 시간표에 따
라 이동한 차량에 자리가 있으면 탑승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역과 역의 이동은
모듈과
모듈을 이용해서 표현했다 그림 와 같이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시
에서 시 지하철 승객이 평균 명으로 혼잡도 약 로 표현이 되었다

그림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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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혼잡도 완화 제안 프로세스
급행열차 선호 현상
현재 호선은 설계상 급행열차가 통과할 때 일반열차는 대기라인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
유로 일반 열차는 수송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고 승객들은 빠른 급행을 타려고 몰리는 경향이
있다
출근시간 급행열차 편성 변경
그림 와 같이 호선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살펴보면 출근시간대인 시에 급행이 아닌 샛강
역의 경우 승하차 인원이 명이며 이는 급행역인 노량진역 인원
명에 비해 약 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급행 편성 대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지하철 역 시간대별 승객 숫자

시간대의 급행 노선을 편에서 편으로 편을 증가 편성하고 일반 노선을 편에서 편으로 감
소 운행을 한다 출근시간인 시간대부터 시간대 까지 일반 운행에 편성되어 있는 차량을 급행
운행으로 전환하는 제안이다
편성 변경 시뮬레이션 실험 및 결과
아레나 시뮬레이션의 편성 차량 스케줄을 그림 와 같이 증가 편성하였다

그림 차량 스케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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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와 같이 시부터 시 사이 이용 승객이 평균 명으로 혼잡도 약
로 나타났다 기존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승객은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혼잡도가
감소했다

그림 스케줄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

운행 열차 편성 조절
운행 열차의 편당 량 수 변경
아래 그림 와 같이 현재 량씩 편성 되어 있는 운행방법을 량으로 구성해서 량씩 움직일
때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것이다 차량 수가 량이 되었다고 해서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혼잡도가 더 발생되므로 운행 시간은 기존에 운행하는 시간으로 구성하고 추가로 편
성할 차량은 대기 차량과 새벽시간대 차량 일부를 이용한다

그림 운행차량 편성 증가

차량 추가 시뮬레이션 실험 및 결과
그림 와 같이 모델의 차량 정원을 표현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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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량 편성되어 운영되는 모델을 량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승강장에서 대
기하고 있는 승객이 자리가 없어서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그림 운행차량 편성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과 같이 승객이 평균 명으로 혼잡도는 약 로 나타났다 기존
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혼잡도와 평균승객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현재 모델의 혼잡도 수치측정
을 차량 내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승강장의 혼잡도가 감소했을 것
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승객수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 값 표현을 차량 하나를 기준으로 하
기 때문이다

그림

운행차량 편성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

결 론
서울 지하철 호선은 단일 노선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혼잡도를 가지고 있는 노선이다 최
초 사용자 수요예측 계획 및 설계 당시부터 추가 편성에 대한 고려 및 대비가 미흡하여 개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승객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
호선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높은 혼잡도와 지연문제를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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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추가 차량 편성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 분야로 문제 전환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년 월 칸을 증편하고 년 말에 점진적으로 칸을 증편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시민들
의 불편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호선 지하철의
혼잡도를 낮출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연구에서는 승강장의 혼잡도 측정과 경제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설계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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