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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급행열차 혼합운행에 따른 부본선 설치 정거장 검토

At which station would be installed subsidiary-main track?
- Problems of interference with mixed traffic on the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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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bsidiary-main track for passenger station is a low-speed track section distinct from a through route such 
as a main track. It is parallel to a through track and connected to it at both ends by switches. Sidetracks allow 
for fast, high priority trains to pass slower or lower priority trains going the same direction. They are important 
for efficiency to order and organize the flow of rail traffic. In this paper we first describe the minimum headway 
between trains using the concept of occupation time in a block section, which depends on block systems, signalling 
system and safety technology. And then a stepwise approach is presented to select station, which is suitable to 
install sidetrack for a given train-traffic pattern. This approach is tested with sample example data, which are 
surveyed from track geometry based on the to-be-constructed line.

1. 서론

여객열차 정거장에서 부 본선은 통과경로인 본선과 구별되는 저속 트랙구간으로서 보통 본선과 평행

하게 설치되며 그 끝에는 분기기가 설치되어 본선과 연결된다. 이 선로는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함께 

운행되는 구간에서 급행열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완행열차를 대피시기기 위한 선로이다. 부 본선은 완

행열차와 급행열차 간의 정거장 도착간격 차이가 최소 열차운행시격 이내여서 열차안전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정거장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선로는 열차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철도시설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폐색구간의 폐색점유시간의 개념을 활용하여 열차 간 최

소운전시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열차운행 패턴을 고려하여 부본선 설치가 적합한 역을 선정하

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철도건설선의 선로자료와 운전시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샘플예제를 활용하여 검증된다.

2. 최소 열차운전시격 (minimum headway)

2.1 폐색구간의 폐색점유시간 (blocking (occupation) time in a block section)

도로 상에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뒤따르는 것과 같이, 열차는 왜 다른 열차 바로 뒤에서 운전 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답변은, 선로 상에서 운행되는 모든 열차들이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정차패턴으로 운행된다면 이러한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도에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동할 수 있지만, 기관사는 열

차제동에 상당한 제동거리를 필요로 한다. 차륜과 궤도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계수가 작기 때문에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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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은 철도차량이 이와 같이 긴 제동거리를 필요로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열차 

승객은 강한 제동력이 작용할 경우 “신체의 관성” 효과에 따라 마치 자동차의 승객이 심한 부상을 당하

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자동차와 철도차량의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 차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은 “시야간격에 의한 운전 

(drive by visual interval)”이라 하며, 이와 반대로 철도교통은 “공간간격에 의한 운전 (drive by space 

interval)”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철도 선로는 폐색구간(block section)으로 나누어지며, 하나의 폐색구간

은 두 개의 주신호기(main block signal)로 경계가 설정된 선로구간을 의미한다. 안전측면에서 열차 운

행의 기본원칙은 이러한 폐색구간 내에 운행 중인 열차가 없는 경우, 단 한 대의 열차만이 이 구간에 

진입하여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사에게 진입예정 폐색구간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조신호기(pre-signal)를 통하여 주신호기(main signal)가 현시하는 신호상태를 보여주게 된다. 보조신

호기와 주신호기 사이의 이동시간 및 거리, 주신호기와 다음 주신호기 사이의 거리 및 이동시간은 전․후 

열차의 추종(train following)관계에 따른 열차제어(train separation)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다음 [그

림 1]은 폐색점유시간의 시간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1] 폐색구간의 폐색점유시간 구성 개념도

폐색점유시간은 한 열차가 해당 폐색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movement authority)을 발행받은 

시점부터 다른 열차가 똑같은 폐색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이동권한을 발행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주신호기 1과 주신호기 2 사이의 폐색구간 점유시간은 보통 열차가 이 

폐색구간을 실제로 점유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된다. 폐색구간의 폐색점유시간은 다음과 같은 시간요

소들로 구성된다.

(1) 사전진입구간에 대한 사전 점유시간

① 진로 설정 시간 (time for rote formation or time for clearing the signal)

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차의 진행경로가 안전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동 열차진로 설정이나 신호/운전 사령의 진로설정 스위치 취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진로설정과 관련

된 사전취급 시간은 진행경로 상에 얼마나 많은 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쇄정하는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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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달려있으며 (기계식 연동장치의 경우 빗장을 지르는 방법으로 쇄정), 해당 

선로가 기계식 쇄정 또는 전기식 쇄정 설비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② 신호 확인 시간 (time for visual distance or signal watching time)

주신호기의 현시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보조신호기의 현시를 기관사가 파악할 수 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 시간이 너무 여유 없이 할당되면, 보조신호기 상의 “진행” 신호가 너무 늦게 현시될 

것이며, 따라서 기관사는 이미 열차 제동을 시작하게 되고 운행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③ 접근시간 (time for approach section or approach time)

이는 열차가 보조신호기에서 주신호기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간요소이다.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700~1,000m에 달하며, 해당 선로가 간선철도 또는 지역철도(보조간선철도)로 구분되어지느냐에 다라 

달라진다. 140km/h의 속도로 1,000m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열차는 25.7≒26초의 시간이 필요하다.

(2) 폐색구간 자체의 점유시간

④ 폐색 통과시간 (journey time of occupied block interval or time between block signals)

접근시간과 유사하게 주신호기에서 다음 주신호기까지의 운전시간을 나타낸다. 3,000m 길이의 폐색

구간에서 140km/h 속도의 열차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77초의 시간이 필요하다.

(3) 폐색정리구간에 대한 사후 점유시간

⑤ 폐색 클리어 시간 (Time for clearing)

일반적으로 전체 길이가 약 300m인 열차(객차 11량 열차)가 폐색구간과 신호기 후방의 안전거리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⑥ 진로 해정 시간 (time for route release)

주행하는 열차가 폐색 클리어 포인트를 가리키는 접촉자(contact)를 통과하면 해당 열차경로는 해정

되며, 새로운 열차의 진행경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 최소 열차운전시격의 설정

열차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 확보이다. 즉, 철도 수송력의 최대 한계는 안전 확보라는 

요소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열차운전은 열차와 열차의 운행간격을 가능한 한 최소로 단축하여 안전, 정

확, 신속하게 철도의 수송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열차가 어느 지점을 통과한 후 다음 열차

가 해당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열차와 열차의 시간간격(time interval)을 열차운

전의 시격(headway)이라고 한다. 즉, 열차운전시격은 본선 또는 정거장의 일정 지점에서 출발 또는 도

착, 또는 통과하는 2개 열차사이의 시간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방해 또는 경합 없는 열차운행을 위

해 필요한 시간간격이다.

한편 최소운전시격은 일정 선구를 통하여 선행열차와 후속열차와의 운전간격이 최소로 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해당 선구를 통하여 운전시격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1개소만 특히 짧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최소운전시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운전시격은 선행열차의 운전 상황에 

따라 후속열차의 운행간격을 정하는 것으로 어느 선구의 각 지점마다 모두 다른 시격을 가지게 되며 이 

각 지점의 시격 중에서 최대로 되는 값이 그 선구 전 구간을 통하여 최소운전시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소운전시격의 산정은 후속열차가 간격제어를 위해 감속을 하지 않고 진행(green) 신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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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열차운전시격은 일정 측정지점에서 2개 열차의 운전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측정지점에는 운

전시간 측정지점 또는 주신호기가 있다. 일정 선구에서 모든 폐색구간의 폐색점유시간은 계단식(block-

ing time stairway)으로 나타나며, 2개 선행/후속열차의 최소운전시격은 이 계단식 폐색점유시간을 이용

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색점유시간은 각 폐색구간 내에서 2개 열차 

사이의 최소시간간격으로서 직접적으로 신호 시간간격(signal headway)을 설정한다. 한편, 선구 시간간

격(line headway)은 해당 폐색구간뿐만이 아니라 선구 전체의 계단식 폐색점유시간을 고려할 때의 2개 

열차 간 최소운전간격이다. 이 경우 2개 열차의 계단식 폐색점유시간은 최소한 하나의 폐색구간1)에서 

약간의 틈새도 없이 서로 달라붙어 있게 된다.

[그림 2] 신호 시간간격과 선구 시간간격

 

[그림 3] 조밀한 열차운행 상황 예시

일정 선구에서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사이의 최소 열차운전시격(minimum headway)은 열차별 폐색점

유시간과 열차의 배열순서2)에 따라 결정된다. 앞의 [그림 3]은 열차 간에 버퍼시간(buffer time)이 없

는 매우 조밀한 열차운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후속 열차의 속도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운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같은 속도로 운전하는 2개 열차(1st와 2nd 열차)”와 “저속열차를 뒤따르는 고속열차(2nd 

와 3rd 열차)”의 경우, 선구 station  A ~ station B 에서 마지막 폐색구간이 가장 조밀한 열차운행을 

가능케 하는 결정구간이 됨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폐색점유시간 계단들은 서로 달라붙게 된다. station 

A에서 가장 조밀한 열차운행은 station B 앞에 있는 마지막 폐색구간3)의 점유시간에 영향을 받아 결정

된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경로를 따르는 2nd열차는 station A에서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보다 빠르게 출

발할 수 도 있지만, 이 열차는 도착지인 station B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랑

으로 표시된 1st열차의 경로가 그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nd열차의 경로는 1st열차

의 경로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녹색으로 표시된 3rd경로는 다른 경로보다 높은 속도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로는 station 

B에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2nd경로의 폐색점유시간 계단과 접합하게 된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2nd경로 

대비 이 경로의 station A에서의 시간간격은 station B의 그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크다. 그러나 station 

A에서 이 경로의 열차가 빨리 출발한다고 하여도 station B에 빨리 도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결정(임계) 폐색구간 (critical block section)
2) 최소운전시격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선구 상에서 열차의 배열순서는 변화(예를 들어 추월을 통한 열차 순서의 변경)되지 않아야 함.
3) [그림 3]의 예에서 마지막 폐색구간이 가장 긴 폐색구간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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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경로는 다른 경로에 비해 열차속도가 낮은 경우이다. 이 경로는 station A에서 “녹색”경로를 바

로 뒤따르지만 “녹색”경로와는 상당한 시간차이를 두고 station B에 도착하게 된다. 열차구성 순서 “저

속열차가 고속열차를 뒤따르는 경우(3rd 및 4th 열차)”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폐색구간이 최소운전시격

을 결정하는 구간이 된다.

이와 같이 고속열차와 저속열차가 혼합 운행되는 선구에서 최소 운전시격은 두 열차의 속도차이와 배

열 순서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열차가 선구 중간 역

에서 정차할 경우 중간 정차 역이 포함된 폐색구간이 일반적으로 최소운전시격을 결정하는 임계폐색구

간(critical block section)이 된다. 왜냐하면 이 폐색구간의 폐색점유시간에는 정차 역에서의 정차시간

(dwell time)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4] 정차역이 있는 선구의 운전시각간격

3. 급행(고속)/완행(저속)열차 혼합운행 선구의 부본선 설치 역 선정 프로세스 

부 본선은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함께 운행되는 구간에서 급행열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완행열차를 

대피시기기 위한 선로로서, 열차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철도시설 중의 하나다.

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 급행열차가 저속 완행열차의 뒤에서 운행될 경우, 중간 역에서 열

차 배열순서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선구의 마지막 폐색구간에서 선/후행 열차의 최소 도착운전시격

이 만족되도록 열차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선구 시작부에서의 운전시격은 해당 선구중간에서 

후속 급행열차와 선행 저속열차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나 운전시격이 커

지면 열차운행 간격이 늘어나 열차운행 횟수가 줄고 열차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여객 서

비스 및 열차운영 상의 필요성 때문에 열차의 운행순서를 선구 중간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선행 완행열차와 후속 급행열차가 열차 간 간섭 및 경합을 해소하면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그

림 5]와 같이 중간 역 부 본선에서 선행 완행열차의 대피와 후행 급행열차의 추월 운전이 필요하다. 

[그림 5]는 단선 선로 상에서 고속의 열차 2가 앞쪽 선로구간에서 운행되는 저속의 열차 1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열차 2의 폐색점유시간의 폭이 좁고 열차운행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으로

부터 열차 1에 비해 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열차 진로 사이에 완충 시간(buffer time)이 

놓여 있기는 하나, 이 시간이 두 열차 간의 간섭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열차 1은 station B 부 본

선으로 대피하고 열차 2가 본선을 통과하면서 열차 1을 추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 본선은 완행열차와 급행열차 간의 정거장 도착간격 차이가 최소 열차운행시격 이내여

서 열차안전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정거장에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행/완행열차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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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운행 선구에서 부본선 설치가 필요 역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5] 급행열차의 완행열차 추월 예시

① 열차 운행방법(급행/완행)에 따른 정차 역간 운전시간 산정

해당 선로의 인프라 선형특성(구배, 곡선, 선로최고속도 등) 및 운행열차(차량)의 성능특성에 따른 최

소운전시간을 산정한다. 여기에 열차 주행 중 발생하는 지연을 만회하거나 정거장 진․출입 시 제동취급 

등에 여유를 갖기 위해 역간 최소운전시간에 일정비율의 회복여유시간(recovery time)을 더한 운전시간

을 추정한다. 운전시간은 본선 운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간 역에서 부 본선에 정차할 경우를 가정 

하여 본선 대비 부 본선 정차 시 운전시간의 증가분을 별도로 산정한다.

② 해당 노선의 신호시스템 및 선행/후속 열차의 운행패턴에 따른 최소운전시격 산정

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운전시격은 중간 정차 역이 포함된 폐색구간에서의 운전시격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해당 노선의 신호시스템 및 각 역에서 선행/후속열차의 정차/통과 패턴 조합에 따른 최

소운전시격을 산정한다.

③ 해당 노선의 여객열차 통행수요를 고려한 완행/급행열차의 출발 역 기준 기본운전시격 산정

④ 기본운전시격을 기준으로 출발한 열차들의 열차 간 간섭 발생지점(역) 파악 및 해소방안 검토

선행 완행열차와 후속 급행열차가 기본운전시격 차이로 출발역에서 각각 발차하여 본선으로 운행 시 

두 열차의 열차시격을 출발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열차 간 간섭 또는 경합이 발생하는 역을 

파악 한 후, 간섭 해소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완행/급행 본선정차, 운전시격 부족 간섭발생  ☞  ⓑ 완행 부본선 정차 및 정차시간 연장

[그림 6] 선행(완행)/후속(급행)열차 간 간섭 발생에 따른 열차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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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행/후속열차 운행순서 변경에 따른 선행 완행열차의 연장 정차시분을 산정하여, 열차운행 순서 

변경 역에서의 완행열차와 급행열차의 출발시각을 결정한다. 열차운행 순서 변경에 따라 선행/후속열차

의 배열을 확인하고, 이 역 이후에서 열차 간 간섭 또는 경합 발생여부를 ④번에서와 같이 검토 한다. 

이 과정은 열차의 최종 도착역 또는 선구의 마지막 역까지 반복하여 시행되며, 열차 간 간섭이 발생되

는 지점(역)이 부 본선 설치 대상 역으로 선정된다.

4. 부 본선 설치대상 역 선정 예제

본 논문에서는 부 본선 설치대상역 선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 검증을 위해 철도건설선 선로자료와 

운전시간 자료를 기반으로 샘플예제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검토 대상 노선은 총연장 56.01km, 시․종
착역 포함 11개 역으로 구성된다. 이 노선에는 완행열차 및 급행열차 등 2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여객열차만이 혼합운행 된다고 가정한다.

4.1 기본 조건 검토

① 열차운행 기본패턴 및 운행시간

열차운행은 완행1열차, 급행2열차, 완행3열차, 급행4열차,…… 와 같은 패턴으로 완행열차와 급행열

차가 교대로 출발한다고 가정한다. 운전시간 분석의 기준이 되는 완행열차 및 급행열차의 모델은 다음 

[표 1]과 같이 완행열차는 최고운행속도 120km/h, 급행열차는 최고운행속도는 200km/h를 기준으로 하

였다.

구분 완행열차 EC3M3T 급행열차 EMU200

차량편성 6량 (3M3T) 6량(4M2T)

운행최고속도 120km/h
(설계최고 130km/h) 200km/h

열차좌석수 최대승차인원 1,872 357seats

열차길이 120m 141m

중량 
공차 226.6ton 270.0ton

만차 346.4ton 330.0ton

회전관성계수 1.06 1.04

최대가속도 0.83 0.56㎨

감속도 
상용 0.97 0.83㎨

비상 1.25 1.11㎨

주행저항식 (N) R=4,198.3+47.28V+0.
6566V2

R=4,401.2+56.30V+0.
5040V2

[표 1] 완행/급행열차 성능특성 사양

구간
거리

(km)

본선 운전시간 (분)

완행열차 (EC 3M3T) 급행열차(EMU 200)

A - B 1.47 1.63 1.72

B - C 6.94 5.40

C - D 4.89 3.75 6.33

D - E 5.01 3.77

E - F 4.90 3.76 5.45

F - G 6.82 4.76

G - H 7.78 5.31 7.45

H - I 4.49 3.61주)

I - J 8.28 

J - K 5.43 8.32

합계
A-I 42.30 35.49

A-K 56.01 31.27

주) 완행열차는 종착역인 I역에서 부 본선 종착 가정함.

[표 2] A역 → I/K역 열차운행 시분 

한편,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행열차는 A→I 42.30km를 운행하며 I역에서는 부 본선에 

종착한다고 가정한다. 급행열차는 A역에서 K역까지 56.01km 운행을 가정하며, 시․종착역을 제외한 거

점역인 D, F, H역에서 중간 정차한다. 본 노선의 장래 철도통행수요를 고려한 첨두시 열차운전 간격은 

4.6분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운전시격 5.0분을 기준으로 출발역에서 열차가 출발한다고 가정하며, 

완행/급행열차 모두 중간 역에서의 기본 정차시분은 0.5분(30초)을 적용한다. [표 2]의 역간 운전시분

과 모든 열차가 본선 출발/도착을 가정할 경우 완행1, 급행2, 완행3, 급행4 열차의 역별 출발/도착 시

각은 다음 [표 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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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분:초)

정차역
완행1 열차 급행2 열차 완행3 열차 급행4 열차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A 0:00:00 0:05:00 0:10:00 0:15:00

B 0:01:37 0:02:07 0:00:30 0:06:43 0:07:13 0:00:30 0:11:37 0:12:07 0:00:30 0:16:43 0:17:13 0:00:30

C 0:07:31 0:08:01 0:00:30 0:17:31 0:18:01 0:00:30

D 0:11:46 0:12:16 0:00:30 0:13:32 0:14:02 0:00:30 0:21:46 0:22:16 0:00:30 0:23:32 0:24:02 0:00:30

E 0:16:02 0:16:32 0:00:30 0:26:02 0:26:32 0:00:30

F 0:20:17 0:20:47 0:00:30 0:19:29 0:19:59 0:00:30 0:30:17 0:30:47 0:00:30 0:29:29 0:29:59 0:00:30

G 0:25:32 0:26:02 0:00:30 0:35:32 0:36:02 0:00:30

H 0:31:20 0:31:50 0:00:30 0:27:26 0:27:56 0:00:30 0:41:20 0:41:50 0:00:30 0:37:26 0:37:56 0:00:30

I 0:35:38 0:36:08 0:00:30 0:45:38 0:46:08 0:00:30

J

K 0:36:16 0:36:46 0:00:30 0:46:16 0:46:46 0:00:30

[표 3] 본선 운행 기준 열차별/역별 출발/도착 시각 설정

② 신호체계 가정

샘플예제 노선은 4현시 신호체계 운영을 전제로, 역 주변의 폐색구간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설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7] 역 주변의 폐색구간 설정 가정

[그림 8] 4현시 신호시스템의 최소운전시격 설정

[그림 8]은 4현시 신호시스템의 최소운전시격을 나타낸 것으로, 폐색구간 4에 도착하는 열차를 위해 

그 다음 폐색구간 3이 중복구간(overlap section)으로 점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진행신호 상태에서 

열차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폐색 4구간 앞의 3개 폐색구간이 다른 열차에 의해 점유되어 있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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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 본선 설치 역 선정 검토

부 본선 설치 대상 역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호시스템 및 역에서 선행/

후속열차의 운행패턴에 따른 최소운전시격을 다음 [그림 9]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그림 9]의 Ⓐ는 

선행 완행열차가 본선 정차하고 후속 급행열차가 본선을 통과할 경우 선행/후속열차의 해당 역 도착 최

소운전시격 2분50초(2.83분)를 나타낸다. ⓑ는 선행 완행열차 본선 정차, 후속 급행열차 본선 정차 시 

역 도착 최소운전시격 3분30초(3.5분), ©는 선행 완행열차 부 본선 정차, 후속 급행열차 본선 통과 또

는 정차 시의 역 도착 최소운전시격이 1분30초(1.5분)임을 보여준다.

Ⓐ 선행 완행 본선 정차/후행 급행 본선 통과          ⓑ 선행 완행 본선 정차/후행 급행 본선 정차         © 선행 완행 부본선 정차/후행 급행 본선 통과/정차

[그림 9] 역에서의 선행/후속열차 운행패턴에 따른 최소운전시격 설정

  

완행1, 급행2, 완행3, 급행4,… 열차가 5.0분의 시격으로 A역에서 출발할 경우 각 역에서 완행/급행

열차 간의 도착 시간간격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D역 본선으로 완행1/급행2열차, 완

행3/급행4열차가 도착할 경우 도착 시간간격은 1.77분으로 최소운전시격 3.5분을 확보하지 못해 열차 

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후속 급행열차의 우선 통과를 위해 선행 완행열차의 부 본선 대피 

및 정차시간 연장이 필요하게 된다. 즉 다음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행1 열차가 D 정거장 부 

본선으로 진입하여 열차 후미가 완전히 분기기를 벗어날 때 후속 급행2 열차에 대한 본선 진입 경로가 

설정되며, 이때 폐색신호기 1에 진행신호가 현시되어 급행2 열차가 D 정거장 본선에 진입하게 된다. 한

편 완행1 열차는 급행2 열차가 D 정거장을 출발한 후 폐색신호기 6을 벗어나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이후에야 출발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정차시간 30초 보다 2분55초 늘어난 3분 25초를 정차한 

후 출발할 수 있게 된다.

열차운행 역명
A→I 운행 도착시각 (분) 도착 최소

운전시격 (분)

선행/후속열차 운행패턴
비 고

완행 급행 시간간격 완행 급행

완행1/급행2
or

완행3/급행4

A 0.00 5.00 5.00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최소 도착시격 확보

B 1.63 6.72 5.09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C 7.53 10.99 3.46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D 11.78 13.55 1.77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최소 도착시격 미확보

E 16.05 16.93 0.88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F 20.31 19.50 -0.81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G 25.57 23.66 -1.91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H 31.38 27.45 -3.93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I 35.69 30.68 -5.01 1.50 부본선종착 본선통과 〃

J 33.63 본선통과

K 36.27 본선정차

[표 4] A역 5분 간격 출발 열차들의 중간 역 도착 시간간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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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 정거장에서의 선행/후속 열차의 운행순서 변경

D 정거장에서 선행 완행1, 완행3 열차의 부 본선 정차 및 정차시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후속으로 도

착한 급행2, 급행4 열차는 본선 정차 후 선행 완행열차보다 우선 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D 정거장에

서 선행/후속 열차의 운행순서가 변경될 경우 D 정거장 이후 정거장에서는 선행 완행1 열차와 후속 급

행4 열차사이의 간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5] 참조). 즉, H 정거장에서는 완행1과 급행4 열차 간

에 최소운전시격이 확보되지 않아 교행운전이 필요하게 된다.

열차운행 역명
A→I 운행 도착시각 (분) 도착 최소

운전시격 (분)
선행/후속열차 운행패턴

비 고
완행 급행 시간간격 완행 급행

완행1/급행2
or

완행3/급행4

A 0.00 5.00 5.00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최소 도착시격 확보

B 1.63 6.72 5.09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C 7.53 10.99 3.46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D 12.05 13.55 1.50 1.50 부본선정차 본선정차 〃

완행1/급행4

E 19.57 26.93 7.36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F 23.83 29.50 5.67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G 29.09 33.66 4.57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H 34.90 37.45 2.55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최소 도착시격 미확보

I 39.21 40.68 1.47 1.50 부본선종착 본선통과 〃

J 43.63 본선통과

K 46.27 본선정차

[표 5] D 정거장에서 열차 운행순서 변경 후 중간 역 도착 시간간격 비교 

[그림 11]  H 정거장에서의 선행/후속 열차의 운행순서 변경

[그림 11]을 참조하여 운전시간 계획을 살펴보면 완행1 열차가 부 본선에서 정시 출발(35:33)한 후 

바로 급행4 열차의 본선진입 경로 설정이 필요하다(35:42). 그러나 이러한 경로는 신호/보안체계 상 허

용되지 않는다. 즉, 완행1 열차가 출발할 경우 출발신호기~폐색신호기1 구간이 점유상태 이므로 급행4 

열차의 본선진입 경로가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급행4 열차의 본선진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완행1 열

차가 부 본선에 대기하여야 한다. 급행4 열차와 완행1 열차는 H 정거장에 정차 후 출발순서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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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원래 순서대로 운행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열차 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급행열차의 출발 우

선순위가 높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완행1 열차는 급행4 열차가 H 정거장에 정차 후 폐색신호기 6을 

벗어난 후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후 출발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정차시간 30초보다 3분48초 

늘어난 4분18초를 정차한 후 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H 정거장에서는 완행1 열차의 부 본선 정차 및 정차시간 연장과 후속 급행4 열차의 본선 

정차 후 선행열차 보다 우선 출발을 통하여 운행순서가 변경된다. D 및 H 정거장에서의 운행순서 변경 

후 선행/후속 열차 간의 역 도착 시간간격은 다음 [표 6]과 같으며, 모든 역에서 최소 도착시격을 확보

하여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7]은 D 및 H 정거장에서 완행/급행열차의 운행순

서 변경에 따른 열차운전시각 변경내용으로서 완행열차가 급행열차 대피를 위해 D 및 H 정거장에서 정

차시간을 연장한 시간이 반영되어 있다.

열차운행 역명
A→I 운행 도착시각 (분) 도착 최소

운전시격 (분)
선행/후속열차 운행패턴

비 고
완행 급행 시간간격 완행 급행

완행1/급행2
or

완행3/급행4

A 0.00 5.00 5.00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최소 도착시격 확보

B 1.63 6.72 5.09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C 7.53 10.99 3.46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D 12.05 13.55 1.50 1.50 부본선정차 본선정차 〃

완행1/급행4

E 19.57 26.93 7.36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F 23.83 29.50 5.67 3.50 본선정차 본선정차 〃

G 29.09 33.66 4.57 2.83 본선정차 본선통과 〃

H 35.10 37.45 2.35 1.50 부본선정차 본선정차 〃

완행1/급행6

I 43.21 50.68 7.47 1.50 부본선종착 본선통과 〃

J 53.63 본선통과

K 56.27 본선정차

[표 6] D 및 H 정거장에서 열차 운행순서 변경 후 중간 역 도착 시간간격 비교 

[그림 12]  D 및 H 정거장에서의 운행순서 변경 후 운전선도

(단위: 시:분:초)

정차역
완행1 열차 급행2 열차 완행3 열차 급행4 열차

A 출발시각 정차시분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도착시각 출발시각 정차시분

A 0:00:00 0:05:00 0:10:00 0:15:00

B 0:01:37 0:02:07 0:00:30 0:06:43 0:07:13 0:00:30 0:11:37 0:12:07 0:00:30 0:16:43 0:17:13 0:00:30

C 0:07:31 0:08:01 0:00:30 0:17:31 0:18:01 0:00:30

D 0:12:04 0:15:29 0:03:25 0:13:32 0:14:02 0:00:30 0:22:04 0:25:29 0:03:25 0:23:32 0:24:02 0:00:30

E 0:19:33 0:20:03 0:00:30 0:29:33 0:30:03 0:00:30

F 0:23:48 0:24:18 0:00:30 0:19:29 0:19:59 0:00:30 0:33:48 0:34:18 0:00:30 0:29:29 0:29:59 0:00:30

G 0:29:03 0:29:33 0:00:30 0:39:03 0:39:33 0:00:30

H 0:35:03 0:39:21 0:04:18 0:27:26 0:27:56 0:00:30 0:45:03 0:49:21 0:04:18 0:37:26 0:37:56 0:00:30

I 0:43:09 0:43:39 0:00:30 0:53:09 0:53:39 0:00:30

J

K 0:36:16 0:36:46 0:00:30 0:46:16 0:46:46 0:00:30

[표 7] D 및 H 정거장에서의 운행순서 변경에 따른 역별 출발/도착 시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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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완행(저속)/급행(고속)열차가 혼합 운행되는 선구에서 2개 열차의 속도차이가 클수록 선행 완행열차

의 대피 없이 완행/급행열차가 출발 순서대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출발역에서의 운전시격을 상당히 크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열차운행 간격을 커지게 되면 열차운행 횟수가 줄이고 선로용량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운전시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 완행열차가 후속 급행열차를 

대피할 수 있게 대피선 (부 본선)을 중간 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차의 폐색점유시간 개념 및 2개 열차 간 최소운전시격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출발역에서부터 최종 도착역까지 순차적으로 열차 간 도착간격을 검토하고, 이 도착간격의 차

이가 최소 열차운행시격 이내여서 열차 간 간섭 발생 및 열차안전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정거장을 부

부 본선 설치대상 정거장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철도건설선의 

선로자료와 운전시간 자료를 기반으로 샘플예제를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샘플예제 노선의 장래 철도통행수요에 따른 첨두시 열차운행회수 산정 결과를 기본으로 열차 간 출발 

운전시격은 5분으로서 이 운전시격은 열차운전 최소시격 3.5분 보다 여유가 있으므로 열차운전에 지장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열차운행은 완행1열차, 급행2열차, 완행3열차, 급행4열차,……의 기본 

운행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A역 → I/K역으로의 초기 열차운행이 본선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D 정거장에서 완행1 열차와 급행2 열차, 완행3 열차와 급행4 열차 간에 교행이 필

요하며, 이 역에서 완행1, 완행3 열차는 부 본선 정차 및 정차시분을 연장시켜야 한다. 한편 D 정거장 

이후 구간에서는 열차순서가 변경되어 급행2열차, 완행1열차, 급행4열차, 완행1열차,……의 순서대로 

열차운행이 이루어진다. D 정거장 이후에서는 완행1 열차와 급행4 열차가 H 정거장에서 상호 간섭이 

발생하여 교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본선 설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A역 → I/K역으로의 완행/급행열

차 혼합 운행 시 D 정거장과 H 정거장이 부 본선 설치대상 정거장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예제는 기본 5분 시격의 열차운전을 가정한 것으로 열차 간 지연전이 방지 등을 

위해 열차운전시간 사이에 완충시간(buffer time)등을 적용할 경우 운행패턴 및 점유시간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 본선 설치역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의 접근방법

은 많은 가정에 기반 한 기초연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열차 간 간섭 및 경합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열차운행 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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