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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본 연구는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
는 것을 목적으로 총 3가지 운영 원칙을 제시함
서울시는 경기도 외곽 연장선에 대해 서울시 경계에서 평면환승 정책을 제시함
서울시 경계에서 평면환승 하는 경우 환승역에서 다수의 환승 승객이 집중됨에
따른 혼잡문제와 함께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이용자 불편이 우려됨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의 회차 시스템상 경기도 방향으로 회차할 수 있는 시스템
은 존재하지 않아 평면환승은 불가능함

제1원칙 : 직결 운영
환승에 따른 이용 불편과 기존 철도망의 회차 가능지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선은
기본적으로 직결 운영을 원칙으로 함
- 해외에서도 기존 환승 운영하던 노선들도 이용자 중심의 직결 운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은 기본적으로 직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가장 편리한 환승 형태인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의 경우도 환승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승강장
혼잡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게 됨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본선 구간의 차량기지, 관제 시스템을 공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연장구간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
- 연장선의 분리 운영으로 차량 편성 축소에 따른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분리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하게 됨
- 분리 운영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는 통합 운영이 본선의 운영 시스템을 공용하기 때문에 유리함

제2원칙 : 도심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기존 본선과 연장선의 승객수요 격차가 커서 차량 편성 등을 달리하는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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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경우 도심에서 동일 승강장 평면 환승하도록 함
운영 효율을 위한 분리 운영으로 환승이 발생할 때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경계부에서 환승이 아닌 서울시 도심부에서 평면 환승하도록 함
- 수도권 승객들의 통행실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서울 도심부까지는 직결운행 필요
- 서울 도심부까지 운행하는 동안 중간역에서 승객들의 이동이 분산되기 때문에 특정 환승역
에서 집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시 경계에서 불필요한 환승을 줄일 수 있어 전반적인 철도 서비스가 증가할 수 있음

서울 도심 평면환승 운영사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함
- 수도권 지하철 7호선과 환승 가능한 개통 운영 전략을 지역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로 수립함
- 도심 평면환승을 위해서는 대림역과 건대입구역에 신규 회차 시스템 설치 필요

동탄역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 평면환승을 위한 회차 시설비용은 1곳당 약 723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회차 시설은 열차 운행을 위한 반복선과 새벽/심야 시간 운영을 위한 주박선 필요
- 실제 도심 내 지하공간에 회차선을 설치할 때는 차량 편성이나 주박 용량, 주변 지하 지장물
등에 따라 공사비는 변경될 것임
< 지역별 개통 운영 전략 >
구분
경기 북부 운영계획

주요 내용
Ÿ 장암 ↔ 건대입구 (건대입구역 회차 시설 신설)

경기 남부 운영계획

Ÿ 석남 ↔ 대림역 (대림역 회차 시설 신설)

서울내부운영계획

Ÿ 천왕 ↔ 도봉산 (온수역, 장암역 회차 시설 활용)

제3원칙 : 본선과 동일한 연장구간 시스템 구축
연장선 본선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경전철이나 단선 계획이 가능하나 본선
과 다른 시스템 도입 시 환승 지점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감
- 중형전철과 경전철 연결 지점 공사비를 살펴보면, 직결은 3,420억 원, 환승은 6,475억
원으로 환승시설 설치 시 3,055억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

본선 구간과 직결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장선은 본
선과 동일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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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선은 본선과 달리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어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 발생
-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복선과 단선을 직결 운영해야 하므로 열차 배차와 사고처리 등에
있어 많은 불편함으로 운영을 회피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기존 철도 연장노선은 본선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직결이나 도심 평면환
승 가능

철도사업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철도 운영을 고려한 계획 수립
철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건설과정에서는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총사
업비 절감 과정에서 우선하여 축소됨
- 대부분의 철도사업들은 예비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무리하게 줄이게 됨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철도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
가 누락된 노선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철도 운영을 고려한 설계와 관련 운영회사의 의
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

철도 운영 관련 지자체와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필요
철도 운영은 필연적으로 운영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들 입장에서는
운영회사에 지급하는 운영비용이 부담으로 발생함
-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운영비용이 아닌 위탁수수
료 등을 절감하려 함
- 서울도시철도 연장선의 본선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실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위탁수입원인 수수료의 증액을 요구함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사업의 목적은 서울 외곽지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의 협력 필요
- 철도 운영은 무엇보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들은 무리한
운영비용 절감이나 수수료 절감보다는 제대로 된 운영비용 지불이 필요함
- 서울교통공사는 경기도 시군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방만한 운영이 아닌 효율적
인 운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키워드 도시철도, 연장, 직결, 환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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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
최근 서울-경기 간 광역통행은 2016년 2,791,738 통행에서 2,793,333 통행으
로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음
대중교통 측면에서 광역통행을 수단별로 살펴보면, 버스 통행수요는 감소했지만
지하철 통행수요는 2016년 794,313 통행에서 2019년 887,902 통행으로 연평
균 3.78%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즉, 최근 수도권 광역통행에 있어 버스보다는 철도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 서울-경기 간 수단별 광역통행량(통행/일) 추이

버스
지하철
합계

구분
서울→경기

2016년
586,207

2017년
560,295

2018년
547,914

2019년
525,943

증감률
-3.55%

경기→서울

575,878

550,269

540,993

534,327

-2.47%

서울→경기

794,313

800,458

821,933

887,902

3.78%

경기→서울

835,340

837,501

855,436

845,161

0.39%

서울→경기

1,380,520

1,360,753

1,369,847

1,413,845

0.80%

경기→서울

1,411,218

1,387,770

1,396,429

1,379,488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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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경기도 연장노선에 대한 ‘서울시 평면환승 정책’ 발표
서울시는 2021년 2월 9일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연결, 평면환승 원칙으로”라
는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마련
- 서울시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사유로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연장’이 아닌 ‘평면환승’
기준을 발표하여 연장선 이용 시민들의 환승 불편 발생 예상
[그림 1-1] 평면환승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자료 :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연결, 평면환승 원칙으로”, 서울시 보도자료(2021.2.9.).

서울도시철도 연장 광역철도 도입 경기도 시군의 운영적자 부담
진접선 등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도입 지자체들은 매년 발생하는 운영
비 적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고민 중
-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
[그림 1-2] 진접선 운영비 부담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 : “개통 앞둔 진접선 매년 수백억 운영비... 남양주시 벌써부터 ‘적자노선’ 걱정”, 중부일보(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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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도시철도 연장노선에 대한 환승과 직결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별 입장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
세부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구분

연구의 목적

주요 연구내용
Ÿ 다양한 환승 형태 검토

운영사례 분석

철도 노선 간 운영 형태

Ÿ 평면환승 개념
Ÿ 국내 평면환승 사례
Ÿ 국외 직결 운영사례
Ÿ 관련 계획 검토

연장사업 갈등 원인 연장형 사업사례 및 이슈

Ÿ 서울시 입장 검토
Ÿ 경기도 입장 검토
Ÿ 국토부 입장 검토

Ÿ 서울시 평면환승 정책 평가
운영 전략 제시

연장형 철도 운영 전략

Ÿ 수도권 광역철도 회차 시스템 분석
Ÿ 새로운 연장형 광역철도 운영방안 제시
Ÿ 지자체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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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시간적 범위 : 2021년
내용적 범위 : 기존 철도 노선의 연장형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 발굴

연구 방법
문헌 조사 및 연구
기존 철도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계획 검토
철도 노선 간 운영 형태 검토
연장형 사업의 사례 및 이슈 검토
연장형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 제시
[표 1-3] 선행연구 검토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Ÿ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6년), 철도 Ÿ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 Ÿ
Ÿ

노선별 운영계획 분석 및 수요 재산정
광역철도 역사를 활용한 수입 증대 방안 제시
광역철도 운영비 절감 방안 제시
광역철도 운영방식 검토

Ÿ
경기연구원 박경철(2018), 경기도
철도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Ÿ
방안 제시
Ÿ

경기도 내 추진 철도사업들의 운영 전략에 대한 사례 조사
를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발굴
진행 중인 철도사업들에 대한 경기도 역할 제시
경기도 철도 운영방안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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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도권 전철 연계 사업 현황
1. 수도권 전철 운영 현황
1) 수도권 철도망 개요
수도권 전철 현황
본 연구는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가 대상임
따라서, 서울도시철도 노선과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수행함
[그림 2-1] 수도권 전철 노선도(2021년 기준)

자료 : 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 (2021.1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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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은 시간대별로 다양한 기종점의 운행계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노선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 시간대에 대해 스케줄 조사 시행
수도권 전철망은 차량 정비 및 첫차, 막차 관리 등의 기술적인 요인과 함께 첨두
시/비첨두시 배차간격 조정 등의 운영에 따라 동일 노선이라도 다양한 운행계
통을 가지고 있음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노선의 운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전철노선 중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 그리고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노선 운영 현황을 분
석함

2) 수도권 노선별 운영 현황
1호선
1호선의 경우 경기도 구간은 소요산 → 광운대, 소요산 → 구로, 의정부 → 창동
등 총 7개의 운행계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1호선의 경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출발하여 천안 및 인천까지 운행하기 때문
에 오전 첨두시의 운행 횟수가 더 많음
[표 2-1] 1호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구간

오전 첨두시
5시

6시

소요산

→ 광운대

소요산

→ 구로

동두천

→ 광운대

2회

2회

동두천

→ 구로

2회

1회

양주

→ 광운대

1회

의정부

→ 광운대

1회

의정부

→ 창동

1회

7시

비첨두시
8시

오후 첨두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3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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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

1회

비고

4호선
4호선의 경우 인천에서부터 경기도를 거쳐 서울 구간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노선임
4호선의 경우 경기도 운행계통은 오이도 → 사당, 오이도 → 당고개, 안산 →
당고개 등 총 6개의 구간으로 운행되고 있음
오이도에서 당고개를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으며,
오전, 점심, 오후 첨두시에 6~7회가 운행되고 있음
[표 2-2] 4호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오전 첨두시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구간
5시
오이도 → 사당

6시

7시

8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1회

1회

오이도 → 창동

1회

오이도 → 한성대입구

1회

오이도 → 노원

1회

오이도 → 당고개

3회

안산

비
고

→ 당고개

6회

7회

1회

1회

7회

6회

6회

6회
2회

7회

3회
5회

5호선
5호선의 경우 최근 개통한 하남검단산에서부터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여 방화까
지 운행하는 노선임
5호선의 경우 경기도 구간은 하남검단산 → 방화, 하남검단산 → 여의도의 총
3개의 개통으로 구분됨
하남검단산역에서 방화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모든 시간대에 2회~6회까지 운
행하고 있으며, 하남검단산~여의도/강동 노선은 22시 이후 1~2회 운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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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5호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오전 첨두시

구간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5시 6시 7시 8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하남검단산 → 방화

2회 4회 5회 6회

3회

4회

6회

5회

비고

4회

하남검단산 → 여의도

22시 1회

하남검단산 → 강동

23시 2회

7호선
7호선의 경우 인천 석남에서부터 경기도를 거쳐 서울 구간을 동서 및 남북으로
통과하여 경기도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임
석남에서 도봉산을 운행하는 노선은 오전 및 오후 첨두시에 운행되고 있으며,
석남에서 장암을 운행하는 노선은 모든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음
- 석남에서 온수, 부평구청에서 온수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구간으로 저녁 10시 이후에 1~2
회만 운행되고 있음
[표 2-4] 7호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오전 첨두시

구간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5시

6시

7시

8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석남

→ 도봉산 3회

2회

6회

7회

석남

→ 장암

3회

1회

3회

4회

6회

6회

6회

4회

3회

1회

1회

비고

22시 1회
석남

→ 온수
23시 2회

부평구청 → 도봉산

1회

3회

부평구청 → 장암

1회

1회

부평구청 →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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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1회
23시 1회

수인분당선
수인분당선은 인천에서부터 경기도를 거쳐 서울 청량리까지 남북으로 운행하는
노선임
수인분당선의 경기도 구간은 죽전 → 왕십리, 죽전 → 청량리, 오이도 → 왕십리
등 총 5개의 운행계통을 가지고 운영 중
죽전에서 왕십리 및 고색에서 왕십리를 운행하는 노선은 모든 시간대에 운행하
고 있음
- 죽전에서 청량리, 고색에서 청량리 및 오이도에서 왕십리를 운행하는 구간은 오전에 1~2회
만 운행되고 있음
[표 2-5] 수인분당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구간

오전 첨두시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5시

6시

7시

8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죽전

→ 왕십리 2회

5회

4회

6회

4회

4회

9회

6회

죽전

→ 청량리

고색

→ 왕십리 2회

4회

1회

1회

6회

5회

고색

→ 청량리

비고

1회
5회

8회

6회

1회

오이도 → 왕십리 2회

경춘선
경춘선은 강원도 춘천에서부터 경기도를 거쳐 서울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노선
임
경춘선의 경우 경기도 구간은 평내호평 → 상봉, 춘천 → 청량리, 마석 → 상봉
의 총 7개의 운행계통을 가지고 있음
춘천-청량리, 춘천-상봉 노선은 거의 매시간 대에 운행되고 있지만, 평내호평상봉 구간은 첨두시간대에만 집중되어 운행되고 있음
- 춘천-평내호평은 23시에 2회만 운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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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경춘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구간
평내호평 → 상봉

5시
3회

오전 첨두시
6시 7시

평내호평 → 청령리

8시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1회 1회

비고

1회

춘천

→ 청량리

2회

춘천

→ 상봉

1회

춘천

→ 광운대

춘천

→ 평내호평

마석

→ 상봉

3회

2회
2회

1회

1회
2회

2회

1회

2회
1회

2회

2회

1회
23시 2회

1회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은 경의선과 중앙선이 2014년 하나의 노선으로 직결되면서 만들어
진 노선임
경의･중앙선은 덕소 → 문산, 용문 → 문산, 팔당 → 문산 등 총 12개의 계통이
운행되고 있음
청량리 → 문산, 용산 → 문산, 덕소 → 용산, 용문 → 용산, 청량리 → 일산
등은 하루에 1회만 운영되고 있음
[표 2-7] 경의･중앙선 첨두시 운행 구간 및 시간대별 운행 횟수(경기도 구간)
구간

오전 첨두시
6시 7시 8시

비첨두시
오후 첨두시
13시 14시 18시 19시 20시

청량리

→ 문산

5시
1회

덕소

→ 문산

1회

팔당

→ 문산

1회

용산

→ 문산

용문

→ 문산

덕소

→ 용산

1회

용문

→ 용산

1회

용문

→ 일산

청량리

→ 일산

용문

→ 수색

팔당

→ 일산

지평

→ 문산

1회
1회

2회

2회

2회

1회

1회

2회

1회

2회

2회

2회

1회
1회

4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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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3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비고

2. 수도권 철도 노선 계획
1) 장래 철도 계획
(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 07)
계획의 개요
철도투자를 효율적 및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중장기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함
[표 2-8] 계획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계획의 성격

Ÿ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Ÿ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 광역교
통 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Ÿ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계획의 범위

Ÿ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10년)
Ÿ 공간적 범위 : 전국
Ÿ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계획

계획의 주요 내용

Ÿ
Ÿ
Ÿ
Ÿ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936호)｣.

계획의 추진 방향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경쟁
력 있는 철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철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계획의 추진 방향은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의 총 7개 추진 방향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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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획의 7대 추진 방향
구분

①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주요 노선

Ÿ
Ÿ 용량 부족 해소 및 기존 노선 급행 Ÿ
화
Ÿ
Ÿ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공항철도 급행화

Ÿ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Ÿ 문경~김천선 Ÿ 점촌~영주

Ÿ 일반철도 고속화

Ÿ 평택~부발선 Ÿ 가수원~논산
Ÿ 강릉~삼척
Ÿ 원주연결선
Ÿ 전라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Ÿ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Ÿ 400 km/h급 초고속 열차 운행 기 Ÿ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반 마련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Ÿ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
확대
축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Ÿ 광역급행철도

Ÿ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
천종합운동장)

Ÿ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Ÿ
Ÿ
Ÿ
Ÿ

위례과천선
대장홍대선
인천3호선 고양 연장
제2경인선 등

Ÿ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Ÿ
Ÿ
Ÿ
Ÿ

새만금선
대합산단산업선
부산신항연결지선
동해신항선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Ÿ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
Ÿ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Ÿ 성능 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
을 통한 철도 안전 강화
Ÿ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Ÿ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

Ÿ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Ÿ 동해선 강릉~제진 등 4개 남북
철도 연결사업
Ÿ 한반도 통합철도망

Ÿ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Ÿ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운행 준비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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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
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함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김포한강 등 2, 3기 신도시에서 서울 인근 지역까지 고속으로
연결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하여 도시･광역철도, 버
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함

수도권 철도망 계획
2,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 및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 건설
- 위례과천선, 대장홍대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제2경인선 등의 신규사업 추진
-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복선전철로 추진계획
[표 2-10] 수도권 광역철도망 계획
노선명
별내선 연장

연장(km)
3.2

구간
별내역~별가람역

사업내용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

16.9

기흥~오산

복선전철

인천 2호선 연장

18.5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송파하남선

12.0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위례삼동선

10.4

위례~삼동

복선전철

일산선 연장

10.9

대화~금릉

복선전철

강동하남남양주선

18.1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대장홍대선

20.0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위례과천선

22.9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신분당 서북부 연장

20.2

용산~삼송

복선전철

신분당선

7.0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제2경인선

21.9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신구로선

12.4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고양은평선

13.9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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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수도권)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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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
제4차 광역교통계획 시행계획에서는 수도권에 총 29개 광역철도를 계획함
15개의 신규사업과 14개의 계속사업으로 총연장은 655.1km에 달함
-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 검토사업을 제외하고도 총사업비
는 약 51조 5,737억 원
-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등 5개 노선은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됨
[표 2-11] 제4차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
구분

신
규

계
속

추
가
검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3
4
5

노선명

사업 구간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신구로선
제2경인선
별내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고양은평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송파하남선
위례삼동선
분당선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신분당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정∼정부과천청사
시흥대야∼목동
청학∼노온사
별내역∼별가람역
강동∼하남∼남양주
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새절∼고양시청
장기∼부천종합운동장
오금∼하남시청
위례∼삼동
왕십리∼청량리
기흥∼오산
대화∼금릉
호매실∼봉담
용산∼강남
광교∼호매실
암사∼별내
당고개∼진접
상일∼검단산
수원∼인천
안산∼여의도, 여의도∼서울
파주∼삼성
삼성∼동탄
송도∼마석
수원∼덕정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용산∼삼송

별내선
진접선
하남선
수인선
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봉산∼포천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소계(29개)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서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별내선 의정부 연장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소계(5개)

인천대공원∼안양
신내∼남양주
홍대입구(까치산)∼청라
별가람∼탑석
방화역∼검단∼김포

연장
(㎞)
20
22.9
12.4
21.9
3.2
18.1
18.5
13.9
21.1
12
10.4
1
16.9
13
7
7.8
9.7
12.9
14.9
7.7
52.8
44.6
42.6
39.5
82.7
74.8
15.1
17.5
20.2
655.1
21.8
8.7
30.5

사업비
(억원)
21,526
16,990
9,430
16,879
2,384
21,032
17,502
14,100
22,475
15,401
8,168
820
16,015
12,127
4,374
16,470
7,981
13,162
14,124
9,787
20,074
43,907
33,520
19,187
59,038
43,088
6,412
11,762
18,002
515,737
-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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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4차 수도권 광역철도망 계획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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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9. 05)
경기도 내 총 13개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함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438.6km로 인구 대비
철도망은 0.34km/만 명, 면적대비 철도망의 연장은 0.04km로 서울시 대비
부족한 실정임
대도시권 및 주요 거점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일반철도의 이동
성과 도시철도의 접근성 간의 균형적인 조화가 요구됨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이동성과 접근성 측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 대안 분석을 통해 경기도 도시철도망을 계획함
[표 2-12] 철도망 계획
노선명

연장(km)

시점

종점

동탄도시철도

32.35

서천지구

오산역

병점역

동탄2신도시

수원1호선

6.17

수원역

한일타운

성남1호선

10.38

판교역

성남산업단지

성남2호선

13.70

차량기지

판교지구, 정자역

8호선 판교연장

3.94

8호선(모란차량기지)

판교역

평택-안성선

32.60

서정리역

안성터미널

용인선 광교연장

6.80

구갈역

광교지구

오이도 연결선

6.55

오이도역

오이도

송내-부천선

9.09

송내역

부천역

위례-하남선

0.92

위례하남

신사

광명시흥선

17.30

개봉역

광명역

킨텍스-파주 연결선

9.64

킨텍스역

운정3지구

스마트허브노선

16.20

오이도역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역

자료 : 경기도(2019.5.).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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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안)

자료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9개 노선 105.2km”, 코리아일보(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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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계획의 개요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표 2-13] 계획의 개요
구분
사업의 규모

주요 내용
Ÿ 10개 노선 71.05km(조건부 1개 노선 별도)

계획 기간

Ÿ 2021년~2030년

총사업비

Ÿ 7조 2,600억 원

노선 선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6개 노선 신설, 도시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노선의 연장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2개 노선의 개량 노선 및 조건부 1개 노선
이 선정됨
[표 2-14] 철도망 계획
구분

노선
신설

연장
개량
연장

노선명
강북횡단선

연장(km)
25.72

구간
목동~청량리

비고
19개 역사, 신규노선

우이신설 연장선

3.50

우이동~방학동

3개 역사, 기확정

면목선

9.05

청량리~신내동

12개 역사, 기확정

난곡선

4.08

보라매공원~난향동

5개 역사, 기확정

목동선

10.87

신월동~당산역

12개 역사, 기확정

서부선

15.77

새절~서울대입구역

기확정 보완

서부선 남부 연장

1.72

서울대입구역~서울대정문

1개 역사,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0.34

샛강역~서부선

1개 역사, 연장

4호선 급행

-

당고개~남태령

급행화

5호선 직결

-

둔촌동역~굽은다리역

직결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1.25

고덕강일~강일

1개 역사, 조건부 노선

자료 : 서울특별시(2019.3.26.).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후속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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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자료 : 서울특별시(2019.3.26.).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후속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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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2020. 10)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8. 12)｣수립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대상 및 후보 노선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함
확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및 인천발 KTX 등과의 효율적인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한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함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및
3기 신도시 확정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 필요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기존 대상 노선에 대한 사업 재기획 및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

노선 선정
타당성 재검토 노선
- 기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8.12)｣의 대상 노선은 6개 노선, 후보
노선은 5개 노선임
[표 2-15] 대상 노선 및 후보 노선 현황
구분

대상
노선

노선명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구간
석남~청라국제도시역

비고
10.60km, 6개 역사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독정~불로지구

4.45km, 3개 역사

인천남부순환선

인천대공원~시민공원

29.38km, 18개 역사

IN-Tram

작전~국제업무지구

22.28km, 11개 역사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

영종하늘도시~제2여객터미널

14.80km, 11개 역사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

7.40km, 15개 역사

송도내부순환선(전 구간)
후보
노선

대순환선(전 구간)

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글로벌캠퍼스 21.70km, 31개 역사
인천대공원~인천대공원

59.63km, 35개 역사

영종내부순환선 2단계

영종하늘도시~공항화물청사

18.98km, 11개 역사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여객터미널

3.07km, 2개 역사

영종자기부상열차 확장 2단계

용유~IBC 2

9.73km, 5개 역사

자료 : 인천광역시(2020.10.).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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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검토 노선
- 군･구 건의, 시민 교통 편익 증진, 원도심 재생 지원 및 신-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5개 노선을 신규로 검토
[표 2-16] 노선 개요
구분

노선명

시나리오

시스템

비고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

경량

4.45km, 3개 역사

경량

14.92km, 13개 역사

트램

14.73km, 23개 역사

경량

12.91km, 11개 역사

인하대 경유
주안송도선
문학산 통과

인천 2호선
논현 연장
기존
인천
광역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

IN-Tram
영종트램
송도트램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대순환선
동인천청라선
인천송도선
부평연안부두선
제물포연안부두선
신규
노선

제물포운연선

트램

12.49km, 19개 역사

인천남부순환선

경량+트램

21.90km, 20개 역사

인천 2호선 송도 연장

경량

16.30km, 10개 역사

서창
연장

인천대공원 분기

논현
연장

인천대공원 분기

남동구청 분기
남동구청 분기
단일안
1단계
전 구간
1단계
전 구간

경량
경량
트램
트램
트램

3.71km, 2개 역사
3.52km, 2개 역사
7.66km, 4개 역사
7.43km, 4개 역사
22.28km, 11개 역사
10.95km, 15개 역사
22.45km, 20개 역사
12.75km, 19개 역사
23.06km, 30개 역사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중형

2.62km, 3개 역사

송도 8공구 연장

중형

1.46km, 2개 역사

골든하버 연장

트램

5.67km, 7개 역사

단일안

경량

59.63km, 35개 역사

경량

12.93km, 11개 역사

아시아드경기장 연결

트램

12.76km, 15개 역사

검암 연결

트램

14.00km, 16개 역사

단일안

트램

14.50km, 22개 역사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18.72km, 27개 역사

부평일산선

트램

2.47km, 4개 역사

단일안

트램

6.99km, 11개 역사

1단계

경량

10.69km, 10개 역사

경량

14.45km, 13개 역사

트램

14.00km, 13개 역사

전 구간

계양테크노밸리

S-BRT 미시행/시행

트램

5.85km, 9개 역사

인천 2호선 강화 연장

단일안

경량

29.40km, 12개 역사

26∣수도권 철도연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6)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관련 철도사업
고양 창릉 신도시 관련 철도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신도시는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건설, 대곡~고양시청
교외선 활용, 고양시청~식사 시 교통수단의 3개 노선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
[표 2-17] 고양 창릉 신도시 철도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명

연장(km)

비고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

13.9

2029년 개통 예정

대곡~고양시청 교외선 활용

3.1

2029년 개통 예정

고양시청~식사 신교통수단

3.5

2029년 개통 예정

[그림 2-6] 고양 창릉 신도시 철도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자료 : 고양신문(2020.12.29.). 경기연구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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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신도시 관련 철도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서울 강동~
하남~남양주 구간 도시철도의 2개 노선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중
[표 2-18]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철도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명

연장(km)

비고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2

-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구간 도시철도 건설

18.08

2028년 개통 예정

[그림 2-7]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철도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자료 : 뉴데일리경제(2020.12.29.). 경기연구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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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신도시 관련 철도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 신도시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의 1개 노선의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
[표 2-19] 하남 교산 신도시 철도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명

연장(km)

비고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

12.0

2028년 개통 예정

[그림 2-8] 하남 교산 신도시 철도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자료 : 중앙일보(2020.5.21). 경기연구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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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 관련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 있는 기존 철도 연장선 노선은 총 9개가 확인됨
[표 2-20] 본 연구 관련 노선
구분

구간

기존 연장노선

비고

공사 중

암사~별내

8호선

직결

계획 중

별내역~별가람역

8호선

직결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분당선

직결

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3호선

직결

5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3호선

직결

6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

미정

7

신분당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신분당선

미정

8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직결

9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경인선, 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미정

1
2
3

노선명
별내선

[그림 2-9] 기존 철도연장형 노선

자료 : 뉴시스(2021.4.22.). 경기연구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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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장형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 입장
1. 연장노선에 대한 서울시 입장
1) 연장선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입장
증가하고 있는 경영 적자 문제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임
2020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약 1조에 이를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
- 2020년 기준 약 1조 954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2018년 5,254억 원 대비
200% 증가
-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 발생
- 2021년 연말에는 약 1조 5,991억 원의 자금 부족 예상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2020년에만 2,767억 원에 이르는 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철도 운영상 재정부담 가중

연장선에 대한 승무원 피로 증가 문제
현재 지하철 7호선은 약 63km이며, 향후 청라 및 포천선이 연장되면 노선 길이
는 약 106km로 약 1.68배가 증가
연장형 노선으로 인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로 사고 발생 등 안전
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의 갈등도 증가함

연장선 분리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도모
기존 노선의 연장선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사고 발생 시 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사고 발생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상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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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운영노선의 지자체와의 갈등
연장선 운영 관련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 연장선이 개통된 후에는 객차 용량, 신호 시스템,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등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추가 비용 발생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비
협조
-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발생 후 2018년 서울시 전체 구간에 승차장 안전문(PSD)과
레이저 센서 설치 완료
- 반면, 7호선 직결 연장구간인 까치울-부평구청은 해당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

연장구간의 수요로 인해 서울 내부 구간의 혼잡 발생
- 2012년 10월,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 개통으로 서울 구간인 온수~가산디지털단지역의
최대 혼잡도는 2011년 147.5%에서 2015년 161.0%로 증가
- 부천시 등에서는 재정문제로 충분한 추가 열차 투입이 어려움

2) 서울시 연장선에 대한 운영 원칙 제시(2021. 02. 10.)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연장선에 대해서도 서울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및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함
-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 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및 시스템
을 구축
- 기존 차량기지 이전, 운영 필수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협의 추진

서울시 내부와 외부 운행 분담 및 안전성 강화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내부 도시철도 운영에만 집중
- 시계 외 운영은 승무원 운전시간 증가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
- 이동시간 증가로 야간 정비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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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재정부담 및 책임 요구
연장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 원칙으로 평면환승을 적용함
-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과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
- 서울교통공사의 위탁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방안이 담보되면
제한적으로 위탁운영 시행

시설 및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 차량 용량 확대, 신호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추가운영과 건설비용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
[그림 3-1] 서울시 평면환승 관련 기사

자료 : “경기･인천서 빗발치는 '직결 요구'에 서울시, '평면환승' 원칙”, 뉴스1(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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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노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1) 직결 철도에 대한 서비스 불만
환승이 아닌 직결운행에도 서비스가 떨어지는 경기도 지역 철도 현황
현재 경기도 일산지역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과 경의선이 있음
경기도 구간인 대화역~지축역의 경우 배차간격이 최대 17분으로 서울 구간보
다 긴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음
- 긴 배차간격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로 지역주민 불만 발생
[표 3-1] 연장노선별 운행개요
구분
일산선

기종점

역 개수

배차간격

대화역~지축역

11개

7분~17분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지축역~오금역

34개

6분~10분

경의선

경의선

서울역/용산역~문산역

25개

10분~25분

자료 : 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 코레일. “https://info.korail.com” (2021.11.8. 검색).

경기도민들은 지하철 3호선 및 경의선에 대한 배차간격에 대해 축소를 요구함
-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은 서울과 고양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과 일산선, 경의선에
대해 배차간격 축소 요구
[그림 3-2] 일산 주민들의 3호선 및 경의선 배차간격 축소 요구

자료 : “3호선, 경의선 배차간격 축소 일산주민 3만5천여명 서명”, 뉴시스(2020.2.24.).

36∣수도권 철도연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2) 연장선에 대한 환승 없는 직결 희망
서울도시철도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환승 논란
7호선 포천 연장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서울도시철도를 포천까지 8량 직
결로 연장하는 계획이었음
이후,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면서 옥정까지만 8량 직결연결하고 이
후 포천 구간은 4량 셔틀로 옥정역에서 환승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그림 3-3] 7호선 운영방식 개념도

자료 : “옥정포천선 운영계획안”, 철도경제(2021.2.10.).

당초 계획인 직결방식에서 객차 4량 셔틀 운행 방식 변경으로 관련 공청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
- 시민들은 4량 셔틀로 운행될 경우 포천을 가기 위해 양주 옥정에서 내려 열차를 갈아타야
하며, 기존에 이용하는 버스에 비해 편리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을 것을 우려
[그림 3-4] 7호선 연장사업 주민공청회 무산

자료 :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공청회, 주민 반대로 무산된 까닭”, 조선일보(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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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철도 개선대책 논란
하남 교산 신도시에 계획 중인 광역철도는 대안별로 경제성 분석 결과 트램을
제외한 대안들은 1.0을 넘지 못함
경제성 확보를 위한 환승에 따른 이용 불편으로 지역주민들은 3호선 직결 요구
[표 3-2] 대안별 특징 및 장단점

차량

1안
3호선 연장
중량전철

배차간격

첨두시 10분

첨두시 2.0~4.0분

종점

오금역(3호선)

잠실역(2,8호선)

구분
시
스
템

경 사업비(억 원)
제
성 운영비(억 원/년)

2안
잠실 연계 신설노선
지하 경량전철

3안
잠실 연계 신설노선
무가선 트램

13,921

14,135

6,747

362

235

155

운영비 손실(억 원/년)

-209

-28

+12

표정속도

54.0km/h

52.0km/h

38.0km/h

교통수요(인/일)

102,059인
(3호선 직결)

125,128인
(2,3,5,8,9호선 연계)

87,197인
(2,3,5,8,9호선 연계)

장점

Ÿ 대량 수송 가능(10량 Ÿ 출퇴근 시 차량 대기 Ÿ 출퇴근 시 차량 대기
2천 명)
시간 감소
시간 감소
Ÿ 3호선 직결 도심 접 Ÿ 도심(잠실, 강남) 접 Ÿ 공사비, 운영비 저렴
근
근시간 감소

단점

Ÿ 출퇴근 시 차량 대기 Ÿ 출퇴근 시 혼잡 발생 Ÿ 도로 잠식에 따른 민
시간 증가
가능
원 발생 가능
Ÿ 도심(잠실, 강남) 접 Ÿ 3호선 환승 필요
Ÿ 3호선 환승 필요
근시간 증가
Ÿ 도심 접근시간 증가

자료 : 국토부 내부자료(2020.5.).

[그림 3-5] 송파-하남 경전철 반대 시위

자료 : “송파~하남 도시철도건설 관련 주민설명회서 3호선 연장 요구하는 하남주민들”, 경기일보(2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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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 노선에 비해 환승 노선은 배차간격이 조밀한 장점과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지만, 환승으로 인한 대기시간으로 불편 예상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요구로 인한 갈등 속에 하남 교산 신도시 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직결로 추진 결정
-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에 대해 사전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직결하
는 방안으로 계획 확정
- 해당 노선에 대해서는 2021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할 예정
[그림 3-6] 하남 교산 신도시 직결 철도 노선 계획

자료 : “하남교산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3호선 원안’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3월 착수”, 경인매일(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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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의 입장
지역 내 철도사업에 대한 직결과 환승에 대해 별도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경기도는 서울도시철도 연장선 사업에 대해 대광위에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대광위는 논의(중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 제시
- 대광위는 “서울시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맞지만 예전부터 수차례 평면환승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시의 원칙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모여 논의할 사안이 못 된다”는
입장 제시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철도 연장노선의 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발표할
예정
대광위는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할지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노선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사업별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림 3-7] 평면환승에 대한 중앙정부 입장 관련 기사

자료 : ““광역철도 직결 논의 무의미” 선 그은 정부, 경기도 “머쓱””, 인천일보(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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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철도 노선 간 환승 운영
1. 입체환승 운영
일반적인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경우의 환승 정거장 형태는 L자형, T자형,
+자형, 복층형의 다양한 형태로 주변 여건에 맞게 설계됨
입체 환승은 수직 환승 이동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더욱 많은 불편 발생
[표 4-1] 입체 환승 형태별 특징
L자형

T자형

Ÿ 환승 통로에 유동 인구가 일정함
Ÿ 기존 노선과 신설노선 간 환승에 적합
Ÿ 노선 간 환승 인원 차이가 클 때 적합
Ÿ 반면, 긴 환승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있음 Ÿ 양 끝 연결통로에 환승 인원이 집중됨
+자형
복층형

Ÿ T자형 혼잡문제 개선 가능
Ÿ 노선 간 환승 거리가 짧음

Ÿ 노선 간 환승 거리가 짧음
Ÿ 환승 통로에 승객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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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자 및 T자 형태는 기존 철도 노선과 새로운 노선의 구조물적인 중첩이 최소화
되기 때문에 시공 측면에서 유리하나 환승 경로가 길어지는 단점 존재
수도권 철도망의 환승 지점 중에는 L자 형태로 넓혀 환승 정거장 사이가 극단적
으로 이격 되어 이용자 불편이 심각한 노선들이 존재함
[표 4-2] L자형 환승 정거장 불편 사례
홍대입구역 환승 동선

환승 경로
Ÿ 서울도시철도 2호선-공항철도
환승
Ÿ 환승 거리 : 약 380m
Ÿ 지하 2층 2호선 승강장 - 지하
1층 환승 통로 – 지하 2층 환승
통로 - 지하 3층 공항철도 승강
장 수직, 수평 이동
Ÿ 통행시간 : 약 5분

+자형이나 복층형의 경우 평면 환승 거리는 다른 환승유형에 비해 짧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피곤한 계단 등의 수직이동 필요
+자형이나 복층형은 수평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
[표 4-3] +자형 환승 정거장 불편 사례
도곡역 환승 동선

환승 경로

Ÿ 분당선-서울도시철도 3호선 도
곡역 환승
Ÿ 환승 거리 : 약 80m
Ÿ 지하 5층 분당선 승강장 - 지하
4층 수인분당선 승강장 수직이
동
Ÿ 통행시간 : 약 1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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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수도권 L자형 입체 환승 사례
사례

노원역 : 4호선, 7호선 환승

건대입구역 : 2호선, 7호선 환승

공덕역 : 5호선, 6호선 환승

가락시장역 : 3호선, 8호선 환승

영등포구청역 : 2호선, 5호선 환승

신당역 : 2호선, 6호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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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수도권 T자형 입체 환승 사례
사례

강남역 : 2호선, 신분당선 환승

선릉역 : 2호선, 수인분당선 환승

석촌역 : 8호선, 9호선 환승

동대문역 : 1호선, 4호선 환승

을지로3가역 : 2호선, 3호선 환승

합정역 : 2호선, 6호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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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수도권 +자형 입체 환승 사례
사례

석계역 : 1호선, 6호선 환승

군자역 : 5호선, 7호선 환승

여의도역 : 5호선, 9호선 환승

사당역 : 2호선, 4호선 환승

[표 4-7] 수도권 복층형 입체 환승 사례
사례

미금역 :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환승

복정역 : 8호선, 수인분당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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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환승 운영
평면환승은 입체교차 없이 평면으로 연결하는 직렬형과 병렬형으로 구분 가능
직렬형 평면환승은 2개 역이 길게 배치되는 관계로 환승 이동 경로로 매우 길게
되어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함
- 지하철의 직렬형 평면환승은 경우에 따라서 수직이동 거리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용자들은 계단을 이동하게 되어 추가적인 불편함이 발생함
- 병렬환승에 비해서 수직이동 거리가 발생하더라도 교차형식의 입체 환승 체계가 경우에
따라 더 편리할 수 있음

병렬형 평면환승은 2개 노선의 승강장이 동일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로 환승
이동이 거의 필요 없으므로 매우 편리함
- 병렬형 평면환승은 이동 거리가 짧아 가장 편리한 환승 체계지만 단일 지역에 폭이 넓은
대합실과 승강장이 필요하므로 공간적인 제약이 매우 큼
- 특히, 2개 노선을 동시에 계획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많은 경우 지하공간에서 병렬
환승 형태로 노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표 4-8] 평면환승 유형
직렬형 평면환승 사례

병렬형 평면환승 사례

Ÿ 잠실역 : 2호선-8호선 환승

Ÿ 회기역 :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

Ÿ 정자역 : 신분당선-분당선 환승

Ÿ 올림픽공원역 : 5호선-8호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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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수도권 병렬환승 사례
직렬형 평면환승 사례

병렬형 평면환승 사례

신길역 : 1호선-5호선 환승

계양역 : 공항철도-인천1호선 환승

서울역 : 1호선-4호선 환승

금정역 : 1호선-4호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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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운영
1)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개요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은 병렬형 평면환승의 하나의 유형이지만 동일 승강장에
서 환승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정됨
병렬형 평면환승이라도 승강장의 심도 차이가 있어 동일 승강장에서 환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계단을 이용한 수직이동과 평면이동을 해야 환
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 불편 발생
2호선의 경우 본선에서 지선으로 환승할 경우 성수역에서 평면환승이 가능

한우진(2005)1)에 의하면 평면환승은 순방향 환승과 역방향 환승으로 구분
순방향 환승의 철도 이용객은 동일 승강장에서 동일 방향의 노선과 환승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승 이동 없이 환승 가능
- 특히, 이용하는 두 노선의 열차가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을 경우 환승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는 발생하지 않음

역방향 환승은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입체 환승과 같이 수직과
수평 이동을 통해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환승 불편 발생
[표 4-10]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유형
순방향 환승

역방향 환승

1) "'평면환승' 으로 전철 갈아타는 거리 줄이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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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사례
본선 평면환승 : 금정역(1호선과 4호선 환승)
금정역은 서울 도심 방향과 외곽 방향으로 각각의 섬식 승강장이 있는 구조로
1호선과 4호선이 동일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어 노선 간 환승이 편리함
- 반대편 방향으로 환승하는 경우는 고가형식의 환승 통로를 통해 맞은편 승강장으로 이동
필요

열차 운행 시간만 잘 맞으면 환승 시간 없이 환승이 가능하지만 첨두시 자칫
열차 운행 시간이 맞지 않으면 좁은 승강장에 대기행렬이 길게 발생하기도 함
- 2개 노선의 승차 대기인원이 동일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상태에서 열차가
도착한다면 승하차 승객으로 심한 혼잡 발생 가능
[그림 4-1] 금정역 환승 체계

서울 방면 승강장

반대편 승강장 고가 이동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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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평면환승 : 오이도역(4호선과 수인선 환승)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의 오이도역은 인천 방향과 당고개 방향으로 1층에서 평면
환승이 적용됨
- 서울에서 4호선을 타고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내리면 맞은편 플랫폼에서 오이도역에서
인천역으로 가는 수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음
-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은 2층 환승 통로를 통해 이뤄짐
[그림 4-2] 오이도역 평면환승 개념
구분

서울 방향 승강장

인천 방향 승강장

현장
사진

하행
운행
계획

상행
운행
계획

자료 : 1) 현장사진 - 경기연구원 작성.
2) 인천시(2020.1.27.). “인천시, 수인선과 분당선 직접 연결 운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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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평면환승 : 까치산역(2호선-5호선 환승), 성수역(2호선 본선-성수지
선)
까치산역은 5호선과 2호선 신정지선의 환승역으로 한쪽 방향만 평면환승이 가
능한 형태
- 2호선에서 5호선 여의도 방면 환승의 경우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평면환승 가능
- 2호선에서 5호선 김포공항 방면 환승의 경우 지하 5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 5호선 대합실
을 거쳐 다시 반대편의 지하 5층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발생

성수역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과 성수지선의 환승역으로 한쪽 방향만
평면환승이 가능한 형태
- 성수지선 이용객이 순환선을 환승해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평면환승 가능
- 성수지선 이용객이 순환선을 환승해서 잠실 방면으로 이동할 때는 지상 3층 승강장에서
지상 2층 대합실을 거쳐 반대편의 지상 3층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발생

불완전한 평면환승 체계는 특정 환승의 경우 계단 등 수직이동이 발생하게 되어
일부 승객의 불편이 발생함
- 대부분의 불완전 평면환승은 노선의 종점부에 설치되게 됨
[그림 4-3] 불완전 평면환승 사례

까치산역 환승 체계

성수지선 성수역 환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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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다양한 평면환승역 운영사례 존재
홍콩 지하철 : 역방향과 순방향 평면환승 사례 존재
- Yau Tong 역과 Tiu Keng Leng 역 사이에 2개 역을 중심으로 환승 체계 구축
- Yau Tong 역에서는 역방향 평면환승 / 다음역인 Tiu Keng Leng 역에서는 순방향 평면환
승

타이베이 지하철
- 모든 역사 플랫폼에는 서로 다른 층에 두 개의 섬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순방향
평면환승에 교차구조로 되어 있음

싱가포르 지하철
- 싱가포르 MRT에서는 교차 환승 구조를 가진 두 개 층의 환승 플랫폼 구조
[그림 4-4] 해외 지하철 평면환승 사례

홍콩 지하철 평면환승

타이베이 지하철 평면환승

싱가포르 지하철 평면환승 구조
자료 : Wikipedia 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Cross-platform_interchange” (2021.1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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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철도 노선 간 직결 운영
1. 국내 직결운행 관련 연구
기존 지하철 광역기능화 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02)
노선 간, 지역 간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직통 운행 방안 마련
- 기존 수도권 도시철도의 활용도를 강화하고 광역철도로서의 도시철도 기능을 회복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수립
-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6호선의 연계성 강화 방안 구축을 통해 주변 노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지하철 1호선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검토 및 수요분석을 통한 효과 검토
- 경수선과 경인선 직통열차의 도심 운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선과 경춘선의 직통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기술적 검토와 수요분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수도권의 도시철도 수송수요는 상호 직통 운행을 통해서 70,047 통행/일, 0.5%가량
증가하고 2020년에는 161,035 통행/일, 0.9% 증가
- 개통 후 30년간, NPV는 10,563억 원, B/C는 2.46, IRR은 20.2%로 도출되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지하철 6호선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경춘선 및 중앙선 간의 직결운행 방안과
환승 가능 여부를 검토
- 지하철 6호선과 경춘선은 직결운행이 기술적으로 곤란하여 환승에 의한 연계성 강화 고려
- 환승 체계 구축 시, 2011년 기준,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통행량은 334 통행/일이 증가하고
2020년 기준, 319 통행/일 증가

노선 간 직결연결에 따른 정책제언
-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수요를 증대시키고, 단기적인 사업 시행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
- 추진 중인 노선 외의 철도사업에 대한 직통 운행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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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의 광역기능 강화를 위한 직통 및 환승 계획

지하철 1호선 상호 직통 운행

지하철 6호선 및 경춘선 환승 계획
자료 : 김경철(2002). 기존 지하철 광역기능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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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직결운행을 고려한 철도망 확충과 노선 개편 패러다임 구상(한국교통연구원, 2009)
상호직결운행을 통한 철도 인프라의 이용 효율 강화
- 철도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하철 노선 간 상호직결운행은 지하철 역사의 증축 및 시설개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 기존의 철도망 인프라의 이용 효율을 최대화하고, 환승의 편리성 및 이용자의 지하철
이용 쾌적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철도 노선 간 상호직결운행을 고려한 수도권 철도
노선망 확대 및 개편 전략 구축

상호직결운행을 고려한 철도망 확충 및 노선 개편 패러다임 변화
- 지하철 노선 간 상호직결운행을 통해 철도 이용자의 철도 이용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
고 새로운 이용수요 창출 기대
-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서울시 및 주변 지역과의 철도 노선의 운행설비 수준에 따른 광역교
통 권역간 철도 수단의 수송경쟁력 강화 방안
- 수도권 철도 노선의 상호직결운행 방안을 7개로 구분하여 제시
- 7개의 방안을 일괄 시행할 경우, 총사업비는 4조 5,648억 원, 경제성은 3.16으로 도출
[표 5-1] 수도권 철도 상호직결운행 방안의 효과
상호직결운행 예상 효과
직결
방안

직결 노선

철도서비스권 확대

방안1

경인선~분당선
경부선~분당선

방안2

시공성
및
통행 타 노선 건설비
시간 영향

수요
증대

환승
감소

혼잡
완화

수도권 서부 ~ 강남 동서축

●

●

●

◎

◎

●

6호선~7호선

서울 북서부 ~ 남서부 ~ 강남축

◎

○

◎

◎

◎

◎

방안3

분당선~경원선

경기 북동부 ~ 서울 동부 ~ 경기
남부축

◎

◎

○

◎

○

○

방안4

경부선~과천선

경기 남부 ~ 서울 강남축

○

●

◎

○

○

○

방안5

3호선~4호선

서울 강북중 ~ 강남축
서울 강북서 ~ 강남서

◎

◎

●

◎

○

◎

방안6

일산선~경의선

경기 서북 ~ 서울중심권

○

◎

○

◎

○

○

방안7

5호선~9호선

서울 강동 ~ 강남권

◎

◎

○

◎

○

◎

주 : 효과 높음(●), 중간(◎), 약함(○)
자료 : 배춘봉･김현･왕현주(2009). 상호직결운행을 고려한 철도망 확충과 노선 개편 패러다임 구상, 한국교통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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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 간 자동 연결 및 분리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 2013)
“스마트 열차 분리 결합” 기술 개발을 통한 열차의 직결운행
- 역 간, 역사 내에서 열차의 안전 및 근접 주행을 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하나의 승강장에 진입한 차량을 서로 결합하는 기술을 통해 직결운행 달성
- 열차의 안전한 분리 결합을 위해 고정밀 열차 위치결정 및 근접 주행 제어 기술 등의
기술 개발 필요

“스마트 열차 분리 결합” 기술 개발의 필요성
- 철도 교통의 분담률 저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용자 중심의 운영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 수요증대
- 도시 공간 확대에 따른 철도 이용자의 통행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신안산선 구간에 기술 적용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 신안산선 적용에 따라 시격이 50%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열차 분리 결합 기술 도입
시, 수요가 약 4천 명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B/C 5.48 ~ 1.28의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5-2] 신안산선 스마트 열차 분리 결합 기술 도입 방안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3). 철도 차량간 자동 연결 및 분리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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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직결운행 사례
경인선+경부선+서울도시철도 1호선
구로역을 기준으로 경인선과 경부선이, 서울역을 기준으로 경부선과 서울도시
철도 1호선이 직결 운영되고 있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경부선은 1905년 가장 먼저 개통하였으며, 경인
선과 서울도시철도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에 개통됨
[표 5-2] 경인선, 경부선, 서울도시철도 1호선 직결운행 노선별 개요
구분

경인선

경부선

서울도시철도 1호선

기종점

서울 구로역~인천역

서울역~부산역

서울역~청량리역

연장

27.0km

441.7km

7.8km

역 개수

21개

90개

10개

개통일

1974년 8월 15일

1905년 1월 1일

1974년 8월 15일

[그림 5-3] 경인선, 경부선, 서울도시철도 1호선 직결운행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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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과천선+서울도시철도 4호선
남태령역을 기준으로 서울도시철도 4호선과 과천선이, 금정역을 기준으로 과천
선과 안산선이 직결 운행되고 있음
서울도시철도 4호선은 1985년에 가장 먼저 개통하였으며, 이후 안산선이
1988년, 과천선이 1993년에 개통됨
[표 5-3] 안산선, 과천선, 서울도시철도 4호선 직결운행 노선별 개요
구분

서울도시철도 4호선

과천선

안산선

기종점

당고개역~남태령역

금정역~남태령역

금정역~오이도역

연장

31.1km

14.4km

26.0km

역 개수

26개

10개

14개

개통일

1985년 4월 20일

1993년 1월 15일

1988년 10월 25일

[그림 5-4] 안산선, 과천선, 서울도시철도 4호선 직결운행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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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가좌역과 서울역, 용산역을 기준으로 경의선과 중앙선이 직결 운영되어 경의･
중앙선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연결하는 경의선은 1905년 개통하였으며, 중앙선은
2005년 개통되었다가 2014년 12월 27일부터 경의선과 직결 운행함
[표 5-4] 경의선, 중앙선 직결운행 노선별 개요
구분

경의선

중앙선

기종점

서울역~도라산역

용산역~지평역

연장

56.1km

71.2km

역 개수

25개

28개

개통일

1905년 11월 5일

Ÿ 2005년 12월 16일
Ÿ 2014년 12월 27일 경의선과 직결
운행

[그림 5-5] 경의선, 중앙선 직결운행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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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오이도역, 한대앞역, 수원을 기준으로 수인선과 분당선이 직결 운영되어 수인분
당선으로 운영되고 있음
분당선은 1994년 최초 개통 후 단계별로 확장되고 2018년 수원에서 청량리까
지 개통되었으며, 수인선은 1937년 개통 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것을 2020년
전 구간 복선전철로 개통함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맞춰 분당선과 직결 운영되어 수인분당선으로 통합됨
[표 5-5] 수인선, 분당선 직결운행 노선별 개요
구분
기종점

수인선
수원역~인천역

분당선
왕십리역~수원역

연장

52.3km

52.9km

27개

36개

역 개수

개통일

Ÿ 1937년 8월 5일 개통
Ÿ 1994년 9월 1일 수서-오리 구간
Ÿ 2012년 6월 30일 복선전철화 Ÿ 2003년 9월 3일 선릉-수서 구간
Ÿ 2020년 9월 12일 전 구간 개통 Ÿ 2011년 12월 28일 죽전-기흥 구간
Ÿ 2012년 10월 6일 왕십리-선릉 구간
Ÿ 2012년 12월 1일 기흥-망포 구간
Ÿ 2013년 11월 30일 망포-수원 구간
Ÿ 2018년 12월 31일 왕십리-청량리
Ÿ 2020년 9월 12일 수인선과 직결운행

[그림 5-6] 수인선, 분당선 직결운행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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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선도 표시색 단일화 추진 사례
1994년 수도권 전철 노선도에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국철과 지하철을 표시하
던 내용을 직결연결 노선은 표시색을 단일화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
[그림 5-7] 국철 및 지하철 노선도 표시색 단일화 사례

자료 : “국철.지하철 노선도 표시색 단일화”, 매일경제(1994.12.21.).

[그림 5-8] 1995년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자료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viguer&logNo=221458353274” (2021.1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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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직결운행 사례
1) 상호직결운행 관련 제도
일본 상호직결운행 개요
일본은 승객의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절 없는 연결로 승객들의 편의 증진
을 위한 상호직결운행(상호직결운행)을 오래전부터 시행하였음
일본의 상호 직통 운행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이용자 입장에서 상호 직통 운행은 환승 불편은 감소하나 타 노선에 따른 파업이나 운임
인상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타사와 공동 운행에 따른 경영 불편은 있지만, 차량기지와 인력 등에 있어 효율화가
가능한 장점이 존재함
- 행정적으로는 통근 시간 단축으로 도시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운영회사
간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관리 문제 존재
[그림 5-9] 일본 상호 직통 운전의 장단점

자료 : 김경철(2002). 기존 지하철 광역기능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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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호직결운행 지원에 관한 법 제도
일본 도시철도 등 편리 증진법에서는 기존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가지 사업 수행
- 속도 향상 사업 : 노선 간 환승 연결이 편리하지 못해 우회하여 환승 동선을 연결하는
경우 두 노선을 직결 연결하여 속도를 높임
- 철도역 이용 원활화 사업 : 철도역의 내부와 외부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원활한
환승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역사 내부와 외부를 일체적으로 정비함

2개 노선 간 상호직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
교통성의 승인을 받아 추진됨
철도 속도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편의성 증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
되며, 상호직결운행 연결선 건설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사업비의
1/3씩 보조금을 받음
- 공적 지원금 2/3를 제외한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운영회사가 분담함
[그림 5-10] 일본 도시철도 편의 증진 사업 개요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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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직결운행 사례
일본 도쿄 도심 직결운행 사례
대도시권 사철 진입 금지정책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도쿄 야마노테선 내부 : 도쿄 메트로, 도쿄 도에이(도영) 지하철만 운영
- 직결운행 사철 : 케이오, 오다큐, 케이큐, 세이브, 도부, 도규 등 사철과 직결

도쿄 국제공항에서 도쿄의 아사쿠사로 이동 시 게이큐 공항선-게이큐 본선-아
사쿠사선의 직결로 통행 가능
- 노선의 직결운행으로 철도 이용자는 별도 환승이 없이 열차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게
되어 환승 불편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일본의 직결운행 열차는 개별적인 운영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기관사는
해당 운영회사 구간에서 교체하여 운영함
- 운행 구간에 따른 회사별 기관사 교체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기관사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 존재
[그림 5-11] 도쿄권 철도 운행 개념도

자료 : 블로그. “https://uh.dcmys.kr/1278”(2021.11.8. 검색).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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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신 서오사카선 연장에 따른 직결운행 사례
한신전철 서오사카선의 상호직결운행을 통한 철도 네트워크의 연속성 강화
- 한신전철과 긴테츠 간 (니시쿠조역 ~ 긴테츠 난바역: 3.4km 구간)

서오사카선 연장에 따른 철도망 네트워크의 기대효과
- 오사카권의 동서 도시 축의 형성지원
- 도심 남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정비 촉진 및 광역적인 네트워크의 연속성 향상
- 임해부 개발 지구에의 접근성 향상 및 도심 남부의 공공교통 이용 촉진

기존 구축된 철도 네트워크와 새로 구축될 연장선을 추가한 철도망을 대상으로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수행
- 2020년 기준 수송수요 예측 결과, 2010년 대비 약 0.8만인/일 증가
- 직결운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2.52 수준으로 도출

직결운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효과
- 산노미야-나라 간의 통행시간이 약 20분 단축
- 효고 및 오사카 지역의 자동차 통행량이 약 2,500대/일 감소하여 도로의 혼잡 완화
- 난바역에서의 환승 유동이 약 1.2만인/일 감소하여 터미널 혼잡 완화
[그림 5-12] 서오사카선 직결연결을 위한 노선 연장

자료 : 배춘봉 외(2019). 상호직결운행을 고려한 철도망 확충과 노선 개편 패러다임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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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해외 직결운행 사례
뉴욕 직결운행 사례
뉴욕의 직결운행을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
- 뉴욕의 지하철은 ‘Line’과 ‘Route’의 개념으로 각각 사용되는데, 물리적인 철도 선로를
의미하는 것은 ‘Line’, 한 시작점에서 종점 간의 노선을 의미하는 것은 ‘Route’로 구분
- 지하철 시스템은 3개의 짧은 셔틀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서비스를 제공

MetroLink 제안 사례
- 1999년 뉴욕 지역 일대 (브루클린, 퀸즈) 지역을 연결하는 MetroLink에 대한 노선 제안
- 지하철 인프라의 신설과 열차제어 등 전반적인 기존 시스템 정비를 도합하여 용량 부족
및 환승 불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
- 맨해튼 East-Side 교통축에 터널을 신규 건설하고 기존 노선들과 연결하여 5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계획 수립
-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의 각 지역에서 맨해튼에 이르는 통행시간이 30분 이상 절감
- MTA(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승객의 수는 1995년
대비 약 9.5% 증가 예상
[그림 5-13] 뉴욕의 MetroLink 계획

자료 : Googl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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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결운행 사례
노면전차 노선과 독일철도(DB) 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이동성 강화
- 독일의 Karlsruhe시의 시가지 서비스 노선은 노면전차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외곽통행을
위해서는 노면전차로 환승하여 통행하고 있었으나, 1992년 노면전차와 일반열차의 통합
운영을 위한 연결선 건설을 통해서 외곽에서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용 가능
- 환승 없이 Bretten에서 Karlsruhe시내 중심부까지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Bretten
지역에 새로운 학교와 상업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였고, 1992년
대비 약 400%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그림 5-14] Karlsruhe시의 Tram-Train 노선도 및 운행 방식

자료 : Googl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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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네덜란드 직결운행 사례(HSL 4)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 국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환승 없이 국경을 연결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 안트베르펀부터 네덜란드 국경까지 40km는 별도의 고속선이 설치되어 있고, 브뤼셀과
안트베르펀 사이 47km는 기존선을 개량해서 사용
- 안트베르펀 중앙역의 지상 2층과 지하 1층은 기존선 열차의 종착지이며, 지하 2층은
고속선 열차의 중간역으로 설계
[그림 5-15] HSL 4 노선도

자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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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직결 운영 사례(튄마선)
서철선과 마온산선의 2개 노선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되어 직결운행
- 튄마선은 홍콩 지하철(MTR)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홍콩 신계 서북부 튄문구의 튄문역에서
구룡반도 구룡성구의 홍함역을 거쳐 신계 동북부 샤틴구의 마온산 지역에 자리한 우카이샤
역 구간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겸 광역철도
- 원래는 서철선(2003년 12월 20일 개통)과 마온산선(2004년 12월 21일)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노선이었으나, 2021년 6월 27일 연장구간의 개통에 따라 한 노선으로 통합되
어 56km 연장의 홍콩 최장 철도 노선으로 운영 중
[그림 5-16] 튄마선(갈색노선) 노선도

자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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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노선 운영 전략 수립
1. 서울시의 평면환승 정책
1) 서울시 도심 진입 억제 정책
경기도 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 제한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의 도심 진입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유발된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버스노선 조정과 함께 증차 반대 정책 고수
2006년 서울시는 버스노선을 시 경계에서 5~10km 이내로 단축하려 함
- 장거리 버스 적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도심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했던 계획
- 계획 발표 후 많은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실무진 선에서 논의된 해프닝이라고 해명함
[그림 6-1] 경기도 버스의 서울시 도심 진입 제한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 전
용 중앙차로를 신설하고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
통 체계를 개편해 성공을 거뒀
지만, 최종 성공 판정을 받기 위
해서는 3,500여 대에 달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출입 제한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경기⋅인천 버스의 도심
진입 제한으로 다소 불편이 있
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버
스는 서울 시계 안에서, 경기 버
스는 경기도 경계 안에서 운행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그
래야만 노선 중복으로 인한 교
통 혼잡과 낭비를 줄이고 소속
버스를 위한 합리적 투자가 가
능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 : “서울시 "도심 교통 혼잡 줄이려면 불가피"”, 한국일보(2006.3.16.).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도심 입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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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체계 계획에서 승용차의 서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경계에 환승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결정
- 서울시 경계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 버스를 서울시 외곽에서 환승시키는
것은 경기도 및 인천시 출근자들이 환승 불편이 발생하게 됨
[그림 6-2]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종합계획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07.11.27.).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의 환승센터 계획이 수립됨
- 서울시는 시 외곽에서 환승시설 설치 주장
- 경기도는 광역버스가 목적지까지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심 진입 희망
[표 6-1] 거점 환승 입지에 대한 서울시-경기도 갈등
구분

주요 내용

경기도
입장

Ÿ 광역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 희망
Ÿ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IC 부근에 환승 거점 터미널을 만들고 광역버스는
최대한 목적지에 가까이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Ÿ 출퇴근길에 수차례 환승은 버스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도로혼잡 유발

서울시
입장

Ÿ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에 대한 강한 거부감
Ÿ 환승 거점 정류장을 지하철이 연결되는 외곽지역에 설치해 광역버스 이용객들이
지하철로 환승하여 도심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바람직
Ÿ 경기도 버스가 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바로 돌아서 경기도로 돌아
가는 형태 희망

자료 : 경기연구원. 수도권 광역버스 정책의 지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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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경계 평면환승 원칙
서울시는 외곽 연장철도에 대해 서울시 경계에서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 정책
수립
안전하고 일원화된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연장”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함
- 서울시는 경기도 외곽 연장선으로 인한 장거리 운행의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 지자체의
협의 과정의 불편함 제기
[표 6-2] 평면환승의 장점
구분
이동 시
시간 단축

세부 내용
Ÿ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
Ÿ 이용객들은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환승 가능

고장으로 인한
위험성 감소

Ÿ 직결연장은 고장 발생 시 전체 노선이 멈추게 되지만, 평면환승의 경우 비상
복구 구간을 전체 구간에서 일부 구간으로 줄일 수 있어 열차 지연에 따른
승객 불편 감소

운전사들의
근무 강도 감소

Ÿ 승무 운전시간 연장과 장기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 안전성 강화 가능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1.2.10.).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연결, 평면환승 원칙으로”.

서울시의 평면환승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 양방향 회차선 설치 필요
- 운행계통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회차 시설과 관제, 통신, 신호 등의 분리 필요
[그림 6-3] 서울시 평면환승을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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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환승을 위한 수도권 회차 시스템 분석
1) 노선별 회차 시스템 현황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인천과 신창 방면으로 구분되며, 회차 가능지점은
청량리역, 서울역이 있음
[표 6-3]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운영 현황
구분
구간별 운행 횟수

인천 방면
신창 방면

회차 가능지점
주박 가능지점

인천~의정부

42회

주요 내용
인천~동두천

34회

인천~양주

61회

인천~소요산

58회

광운대~천안

35회

광운대~신창

43회

서울 방면

부평역, 천안역, 구로역, 영등포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양주역, 동두천역

[그림 6-4]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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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서울역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서울 시내를 순환하는 형태로 신도림-까치산, 성
수-신설동 구간을 운행하는 지선으로 구분됨
2호선은 회차 지점은 없고 주박 시설만 존재함
[표 6-4]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운영 현황
구분

구간별 운행 횟수

주박 가능지점

주요 내용
2호선 순환

218회

까치산~신도림

106회

성수~신설동

109회

신도림역, 서울대입구역, 삼성역, 성수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그림 6-5]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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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3호선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은 경기도 일산 대화역에서 서울시 오금역을 운행하는 노
선으로 회차 지점은 백석역, 구파발역이 가능함
[표 6-5]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운영 현황
구분

구간별 운행 횟수

회차 가능지점
주박 가능지점

주요 내용
대화~오금

208회

구파발~오금

100회

구파발~수서

28회

대화~삼송

21회

서울 방면

백석역, 구파발역

독립문역, 약수역, 압구정역, 도곡역

[그림 6-6]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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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4호선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은 서울 당고개역에서 경기도 안산 오이도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한성대입구역, 서울역, 사당역, 안산역에서 회차가 가능함
[표 6-6]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당고개~오이도

구간별 운행 횟수

회차 가능지점
주박 가능지점

204회

당고개~안산

34회

당고개~사당

187회

서울 방면

한성대입구역, 서울역, 사당역,
안산역
남태령역, 금정역

[그림 6-7]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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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5호선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경기도 하남검단산을 운행하는 노선으
로 강동역, 상일동역에서 회차가 가능함
[표 6-7]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방화~미사

83회

방화~하남검단산

79회

미사~하남검단산

91회

방화~마천

194회

서울 방면

강동역, 상일동역

구간별 운행 횟수

회차 가능지점
주박 가능지점

화곡역, 애오개역, 왕십리역, 군자역

[그림 6-8]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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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6호선
수도권 지하철 6호선은 서울 신내역에서 독바위역/응암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
선임
회차 가능한 지점은 봉화산역으로 서울 도심 방향으로 회차 가능함
[표 6-8] 수도권 지하철 6호선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응암~신내

99회

응암~봉화산

209회

회차 가능지점

서울 방면

봉화산역

주박 가능지점

새절역, 공덕역, 한강진역, 안암역, 상월곡역

구간별 운행 횟수

[그림 6-9] 수도권 지하철 6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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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7호선
수도권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석남역과 서울 장암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임
회차 지점은 부평구청역, 온수역으로 두 곳 모두 서울 방면으로만 회차 가능함
[표 6-9]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운영 현황
구분

구간별 운행 횟수

회차 가능지점
주박 가능지점

주요 내용
석남역~부평구청역

111회

부천종합운동장역~도봉산역

131회

석남역~도봉산역

52회

석남역~장암역

52회

부평구청역~장암역

69회

부평구청역~도봉산

48회

서울 방면

부평구청역, 온수역

신풍역, 내방역, 건대입구역, 태릉입구역, 수락산역

[그림 6-10]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86∣수도권 철도연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은 서울 모란역과 암사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임
회차 가능지점은 없고 잠실역에 주박 시설이 있음
[표 6-10]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운영 현황
구분
구간별 운행 횟수

주요 내용
암사역~모란역

277회

회차 가능지점

-

주박 가능지점

잠실역

[그림 6-11]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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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9호선
수도권 지하철 9호선은 서울 개화역과 보훈병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임
회차 지점은 없고 김포공항역, 마곡나루역, 당산역, 신논현역에 주박 시설만
존재함
[표 6-11]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개화역~보훈병원역

107회

김포공항역~보훈병원

101회

구간별 운행 횟수
회차 가능지점

-

주박 가능지점

김포공항역, 마곡나루역, 당산역, 신논현역

[그림 6-12]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운행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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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철도 회차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방향으로 회차 시스템만 존재하여 평면환승 운영 불가
노선별 회차 시스템 분석 결과 모든 노선의 일부역에만 회차 가능 시설이 존재
하며 회차 방향이 대부분 서울 방향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서울시 경계에 있는 회차 시설은 서울도시철도 3호선 구파발역, 4호선 사당역, 5호선
상일동역, 7호선 온수역 존재

현재 회차 시스템상 경기도 방향으로 회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
평면환승 운영은 불가능함
- 평면환승을 통한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양방향의 회차 시스템 필요
[그림 6-13] 수도권 지하철 노선별 회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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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장형 철도 운영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1) 환승 저항 감소 필요
환승 불편은 심리적 통행시간을 증가시켜 대중교통 이용률을 떨어트림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들의 환승 1회는 차내 시간 18~31분
증가와 같은 효과
또한, 환승 시 계단 이용은 평지 이동보다 2.2배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2] 환승 관련 연구 결과
연구명

주요 내용

Han A., Assessment of Transfer Penalty to Bus
Riders in Taipei : A Disaggregate Demand Modeling Ÿ 환승 시간 1분=차내 시간 3분
Approach(1987), TRR.
양창화 외(2000),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의 환승관련 변수의
Ÿ 환승 1회=차내 시간 18분~31분
가치 추정, 대한교통학회.
Ÿ 환승 시간 1분=차내 시간 4.3분
박경철 외(2007), 복합수단을 고려한 확률적 대중교통 통행
Ÿ 환승 1회=18.6분
배정 모형 개발, 대한교통학회
Ÿ 환승 2회=26.5분
양수정 외(2018), 저항 및 노선 우회를 고려한 광역도시철 Ÿ 환승 거리 100m=통행시간 48초
도 경로선택모형 구축, 대한교통학회
Ÿ 환승 1회=통행시간 3.6분
이부원 외(2019), 체감피로도 측정을 통한 도시철도 보행이
Ÿ 환승계단 가중치=평지의 2.2배
동시설 환산계수 추정, 한국도시철도학회

광역철도 노선 직결운행에 따른 효과 예측에 의하면 환승 운행은 수요를 감소
시키고 직결운행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박영훈 등(2019)은 설문조사를 통해 환승과 직결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수행함
- 직결운행 시행 효과 분석 결과 직결 지점에서 환승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던 이용자의
승하차가 감소하지만, 직결된 양 구간의 통행은 환승 횟수 감소로 편리성이 증대되어
이용자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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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을 분리하면 직결 지점에서의 환승객 증가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분리된 지역
간의 이동은 감소함
- 선행연구 노선 분리 사례에서 실제로 직결 지점 관련 통행이 최대 98% 급증하고 분리된
지역 간 통행은 대다수가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최대 78%가 감소함
[표 6-13] 직결운행 시행에 따른 구간별 통행 변화
출발

도착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 1

직결 지점

구간 2

효용

   

   

   

수요

현상 유지

감소

증가

효용

   

   

   

수요

감소

현상 유지

감소

효용

   

   

   

수요

증가

감소

현상 유지

자료 : 박수범 외(2018). 철도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상호직결운행 효과 분석,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수도권 시민들의 약 40%는 이미 1회 이상 환승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환승은
가급적 지양 필요
2006년 수도권 통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1회 환승은 33.69%, 2회 환승은 6.16%로
약 40%의 시민들이 1~2회의 환승을 하고 있음
특히, 3회 이상 환승하는 시민들도 1.52%가 발생하고 있음
[표 6-14] 수도권 환승 횟수 비율
환승 횟수

통행자 수

비율

누적 비율

0회 환승 (대안 1,2)

6,629

58.62%

58.62%

1회 환승 (대안 3,4,5)

3,810

33.69%

92.32%

2회 환승 (대안 6,7,8)

697

6.16%

98.48%

3회 이상 환승

172

1.52%

100.00%

11,308

100.00%

-

200개 기종점 쌍에 대한 총 통행자 수
주 : 2006년 수도권 교통카드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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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횟수 최소화 전략 필요
대중교통 체계는 전형적인 허브&스포크 시스템으로 최소 2회의 환승이 발생함
이때 서울시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시 경계에서 평면환승을 적용하게 되면,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허브에서 환승과 시 경계 주요 철도역에서 환승으로 인해
총 3회 이상의 환승이 발생하게 됨
- 다수의 환승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통행의 불편함을 겪게 됨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서울 도심부까지는
환승 없이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도심부의 경우는 다양한 버스노선과 철도 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승 수요분
산 효과뿐만 아니라 환승으로 인한 대기시간도 감소할 것임
[그림 6-14] 허브&스포크 및 환승 개념
Ÿ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총 3회의 환승 발생
허브&스포크
+
(서울시)
시 경계
평면환승 전략

Ÿ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총 2회의 환승 발생

허브&스포크
+
도심
평면환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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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승역 혼잡 최소화 필요
서울시 경계 환승역 혼잡문제 :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김포골드라인은 2007년에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됨
- 당초 김포골드라인은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을 직결 연장하는 대안도 있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경전철로 추진되어 시 경계에서 9호선과 환승하게 됨

김포골드라인은 시 경계인 김포공항역에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환승하는데
서울 도심 접근 환승객의 집중으로 김포공항역은 첨두시 극심한 혼잡문제 발생
- 도시철도 혼잡률 기준은 150%를 권고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은
285%를 초과함
- 서울 연계 철도 노선들은 출퇴근 시 서울 도심 업무지역 통근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경계 환승역에서는 극심한 혼잡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결국, 김포시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을 요구 중이며 제4차 광역교통계획
시행계획(2021)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됨
시 경계 환승은 열차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환승 시간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환승역에서 극심한 환승 혼잡 불편 발생
[그림 6-15] 김포골드라인 관련 현황
김포공항역 환승 혼잡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

자료 : “김포도시철도 출퇴근길 포화…정하영 “GTX 도입 시급””, 이데일리(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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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의 불편함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편리한 환승 체계임
- 열차에서 내린 환승 승객들은 환승 이동 없이 맞은편의 열차로 탑승하면 되기 때문에
환승 저항이 거의 없는 편리한 환승 체계로 인식됨

하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열차 스케줄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하게 됨
- 일반적으로 환승 승객은 선행 열차에서 내렸을 때 맞은편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정
시간의 환승 대기시간이 발생하게 됨
- 환승 승객이 선행 열차에서 내린 순간 맞은편의 열차가 출발하는 최악의 경우 승객들은
상당 시간을 동일 승강장에서 대기하게 됨
- 즉,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은 환승이동 거리 측면에서는 환승 저항이 없는 것이 맞지만
환승 대기시간 측면에서는 환승 저항이 발생하게 됨

승강장을 함께 사용하는 동일 승강장 환승객은 2개 노선의 승하차 승객과 환승
승객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승 대기 동안 혼잡문제가 발생하게 됨
수도권 1호선과 4호선의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이 이뤄지는 금정역의 경우 출퇴
근 시간대에 승강장에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에서 발생하는 환승 대기시간과 환승 혼잡문제는 승객들
의 철도 이용 서비스 불편으로 이뤄져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더구나 서울시 경계의 환승은 김포공항역과 같이 환승 승객이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동일 승강장에서 극심한 혼잡문제와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게 됨
[그림 6-16] 금정역 승강장 혼잡 현황
승강장 대기 혼잡 상황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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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혼잡 상황

3) 김포공항역 평면환승역 개선사례
김포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의 평면환승 현황
김포공항철도와 서울9호선은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이동 없는 평면환승 가능
- 김포공항역 지하 3층 승강장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
도 노선이 같은 승강장에서 평면환승이 이뤄짐
- 김포공항역 지하 4층 승강장에서는 서울외곽(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도시
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노선의 평면환승이 이뤄짐

김포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의 평면환승은 열차 운행 시간이 맞으면 환승
대기시간 없이 환승할 수 있으므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남
[그림 6-17] 김포공항역 평면환승 현황
김포공항 환승 체계

김포공항역 B4층 승강장(左: 9호선, 右: 공항철도)

자료 : 한우진(2010). 전철 이용, 계단은 잊어라...'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바로타'와 '평면환승'. 한우진의 교통평론.

[표 6-15] 김포공항역 관련 노선 현황
구 분
운행구간
연

장

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서울역(계양역)

서울9호선
개화∼보훈병원

63.8km(41km)

41.4km

정 거 장

13개소(8개소)

38개소(급행 15개소)

편 성 수

6량 1편성

일반 6량 1편성(19.11.4)
급행 6량 1편성

운전시격

일반 05∼14분
직통 40∼50분

일반 02∼06분
급행 07∼10분

운영기관

공항철도(주)

서울9호선운영(주)

제6장 연장형 노선 운영 전략 수립∣95

편리한 환승역이긴 하지만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김포공항역은 직결운행
추진
평면환승으로 편리한 김포공항역이지만 환승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
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1999년에 ‘서울9호선∼공항철도 연계 방안 수립’
- 공항철도 개통 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우
직결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함

건설교통부는 2003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직결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서울시와 공항
철도(주)에 통보함
2개 노선의 직결운행을 위해서는 총 2,116억 원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최근 대도시
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 중
- 공항철도 구간 사업비 : 1,159억 원 (시설비 703억 원, 차량비 456억 원)
- 서울9호선 구간 사업비 : 957억 원 (시설비 401억 원, 차량비 556억 원)

가장 편리한 환승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2,116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직결운행을 추
진하고 있는 김포공항역 사례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환승 불편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
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
기존 평면환승으로 운영 중인 철도를 직결운행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장선들을 평면환승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만드는 상황
[그림 6-18] 김포공항역 직결운행 노선도

자료 :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간다”, 경기일보(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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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형 철도 운영 원칙 수립
1) 제1원칙 : 직결 운영
환승에 따른 이용 불편과 기존 철도망의 회차 가능지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선
은 기본적으로 직결 운영을 원칙으로 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존 환승 운영하던 노선들도 이용자 중심의 직결 운영
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은 기본적으로 직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가장 편리한 환승 형태인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의 경우도 환승 대기 시간이 발생하
며 승강장 혼잡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게 됨
- 특히, 첨두시 서울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경기도 외곽 연장선의 경우는 환승역에서 극심한
혼잡문제 발생 가능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본선 구간의 차량기지, 관제 시스템을 공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연장구간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
연장선의 분리 운영으로 차량 편성 축소에 따른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분리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용이 중복해서 발생
하게 됨
분리 운영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운영
에 있어서는 통합 운영이 본선의 운영 시스템을 공용하기 때문에 유리함

전문 철도 운영회사가 없는 경기도의 시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선 운영회사
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협력이 중요함
2021년 5월,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를 출범하였지만 아직은 철도보다는 버스
중심의 업무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 시군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 전문 철도 운영회사가 없어 의정부시와 용인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
하였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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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 구간 개통한 하남선(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과 조만간 개통 예정인 별내선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 진접선(서울도시철도 4호선 연장) 등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할 계획임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운영의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서울도시철
도와 관련된 사업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노선들은 가능하면 본선과 직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울교통공
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임

2) 제2원칙 : 도심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① 도심 평면환승 시스템 개요
기존 본선과 연장선의 승객수요 격차가 커서 차량 편성 등을 달리하는 분리
운영이 필요한 경우 도심에서 동일 승강장 평면 환승하도록 함
본선과 연장선의 수요 차이가 큰 경우 분리 운영을 통해 차량 규모를 탄력적으
로 운영함
- 기존 서울도시철도의 경기도 연장선의 경우, 서울 본선 수요에 비해 연장선의 승객수요는
적게 나타남
- 수요가 적은 구간에 6량∼8량의 대용량 편성을 투입하는 것은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

운영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 운영으로 환승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경계부에서 환승이 아닌 서울시 도심부에서 평면 환승하
도록 함
- 수도권 외곽의 철도 이용객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서울 도심 인근에 집중됨
- 시 경계 환승역에서 일시에 많은 환승 승객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과
같이 승강장 혼잡 및 대기시간 증가의 문제 발생
- 수도권 승객들의 통행실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서울 도심부까지는 직결운행 필요
- 서울 도심부까지 운행하는 동안 중간역에서 승객들의 이동이 분산되기 때문에 특정 환승역
에서 집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시 경계에서 불필요한 환승을 줄일 수 있어 전반적인 철도 서비스가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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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유사한 일본 도쿄는 대부분의 외곽 철도들이 도심까지 직결됨
일본 도쿄 외곽선들은 도쿄 내부 순환선인 야마노테선까지 연결되어 있음
- 일본 도쿄 철도망의 경우 외곽선들이 도심 주요 지점까지는 환승 없이 운영 중에 있음
[그림 6-19] 일본 도쿄 전철의 환승 사례

자료 : 도쿄 여행패스 정리 블로그(https://uh.dcmys.kr/494).

도심 평면환승 시스템은 시 경계 환승에 비해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시킴
도심 평면환승 시스템은 불필요한 환승을 줄일 수 있어 이용자 서비스 향상
또한, 환승역에서 혼잡을 줄이고 도심 혼잡 구간에 중복 배차로 열차 내부 혼잡
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6-16] 평면환승 방안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서울시 경계 평면환승
서울 도심 평면환승
Ÿ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구역에 따른 분 Ÿ 도심 진입 후 중간역에서 환승객 분산
리 운행 가능
Ÿ 시 경계 부분에서 불필요한 환승 회피
Ÿ 시스템이 다른 열차의 평면환승 가능 Ÿ 도심 혼잡 구간에 중복 배차 가능
Ÿ 시 경계 부분에서 일괄적인 환승 발생
Ÿ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구역에서 분리
Ÿ 서울시 경계 환승역에서 환승 승객 집중
운행 불가
으로 인한 혼잡 발생
Ÿ 분리 운행이라도 동일 시스템 필요
Ÿ 혼잡 구간에 중복 배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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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심 평면환승 시스템 구상
도심 평면환승은 최소한 서울도시철도 2호선까지 연결 필요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도시철도 2호선이 도심 순환 철도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외곽 철도들이 서울도시철도 2호선까지는 직결운행 필요
도심 평면환승은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시스템 구축으로 환승 저항 최소화 도모
도심 평면환승 시스템은 서울시 경계 환승에 비해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을 최소
화할 수 있음

도심 평면환승 지점 선정 시 고려사항
운전 승무원들의 1회 최대 운전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점을 선정해야 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무사업소 및 운행 거리 및 운전시간 등을 고려하여 승무
원 휴식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평면환승 지점을 선정해야 함
도심 주요 역에서 평면환승 이후 열차는 회차해야 하므로 현재 노선별로 설치되
어 있는 회차 시스템 유무를 고려하여 평면환승 지점을 선정해야 함

지역별 도심 평면환승 후보 지점
서울시 주요 부도심 지역 철도역 및 버스 등의 연계 수단이 집중된 환승센터
서울 북부 후보 지역 : 신촌역, 청량리역, 강변역
서울 남부 후보 지역 : 당산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역, 사당역, 양재역, 잠실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 도심 평면환승 운영방안 제시
수도권지하철7호선과환승가능한개통운영전략을지역을구분하여다음과같이3가지로수립함
- 현재 노선별 일부 역에만 회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설치되어 있는 회차 시스템조
차 서울 방향으로만 회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평면환승을 위해서는 경기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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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새롭게 설치되어야 함(신규 회차 시설 설치 : 대림역, 건대입구역)
[표 6-17] 지역별 개통 운영 전략
구분
경기 북부 운영계획

주요 내용
Ÿ 장암 ↔ 건대입구 (건대입구역 회차 시설 신설)

경기 남부 운영계획

Ÿ 석남 ↔ 대림역 (대림역 회차 시설 신설)

서울내부운영계획

Ÿ 천왕 ↔ 도봉산 (온수역, 장암역 회차 시설 활용)

③ 도심 회차 시스템 설치비용 검토
도심 평면환승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회차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
도심지역에는 적절한 회차 시설이 없는 상태
서울 도시철도망의 회차 시설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서 서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위치 또한 도심 외곽지역에 분포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심 평면환승 운영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 회차 지점에 새로운 회차 가능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신규 회차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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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심 지하에 터널형 회차 시스템의 공사비를 파악하기 위해
GTX 동탄역 회차 시스템 사례를 조사함

동탄역은 GTX A노선과 SRT가 공용되며, GTX는 동탄역에서 회차 운영하도
록 SRT가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
동탄역은 2016년 12월에 개통한 SRT의 중간역이면서 GTX A노선의 종점역임
GTX 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영에서 시작하여 서울역, 삼성역을 거쳐 동탄을
연결하는 약 79.9km의 광역철도로 2019년 6월에 착공함
GTX A노선은 SRT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종점역
인 동탄역에서는 회차 운영을 위한 반복선이 설치 중
- 동탄 반복선은 동탄 정거장 승강장 종점부에서 삼성~동탄 광역 급행 차량의 반복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동탄2신도시 구간에 위치하며, 반복선의
연장은 약 1.4km임
[그림 6-20] GTX A노선(삼성-동탄 구간) 기본계획
종단계획

배선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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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 평면환승을 위한 회차 시설비용은 1곳당 약
7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회차 시설은 열차 운행을 위한 반복선과 새벽/심야 시간 운영을 위한 주박선
필요
GTX A노선의 동탄지점 사례(연장 약 1.4km, 4편성 주박, 8량 기준)를 참고할
때 회차 시스템 1곳의 개략적인 비용은 약 723억 원 정도로 추정됨
실제 도심 내 지하공간에 회차선을 설치할 때는 차량 편성이나 주박 용량, 주변
지하 지장물 등에 따라 공사비는 변경될 것임
[표 6-18] GTX A노선 동탄역 반복선 설치 기술 검토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평면
계획

종단
계획

단면
계획

개략
Ÿ 총사업비 약 723억 원
사업비
Ÿ 8편성(160m), 설계속도 25km/시 기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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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GTX A노선 동탄역 반복선 기술 검토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위치도

평면도

터널

단선

L=740.99(하)+747.76(상)=1,488.75m

복선

L=543.55m

확폭

L=55.62m

소계

L=1,330.16m(하)

공종

세부
공사비

금액(백만 원)

비고

노반

터널

57,239

-

궤도

궤도

1,837

-

전 력

4,668

-

신 호

2,379

-

통 신

1,842

-

소 계

8,889

-

공 사 비

67,966

-

부가가치세

6,796

-

74,763

-

시스템

합

계

주 : 공사비는 2016년 공사비에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2020년 공사비로 E/S(요율 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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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원칙 : 본선과 동일한 연장구간 시스템 구축
서로 다른 시스템을 평면환승 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함
연장선 본선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경전철이나 단선 계획이 가능하나 본선
과 다른 시스템 도입 시 환승 지점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감
- 중형전철과 경전철 연결 지점 공사비를 살펴보면, 직결은 3,420억 원, 환승은 6,475억
원으로 환승시설 설치 시 3,055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함

또한, 별도 시스템 설치는 연장선에 대해 새로운 신호, 통신, 관제 비용이 추가
되어 운영비가 증가하게 됨
[표 6-20] 공사비용 비교(직결 vs 환승)
구분

직결(8량 기준) 환승(8량-4량 기준)

증감

1. 환승 배선 계획에 따른 본선 터널 형식 변경

2,112

3,516

+1,404

2. 정거장 형식 변경
(일반정거장: 2홈2선 → 환승 정거장: 3홈4선)

179

661

+481

3. 건축

762

882

+121

4. 궤도

345

395

+50

22

52

+30

6. 셔틀 구간 관제센터 신설

-

772

+772

7. 신규 전동차 구입

-

196

+196

3,420

6,475

+3,055

5. 경검수 차량기지 신설

합계

[그림 6-21] 직결과 환승 터널 단면
<직결>

<평면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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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구간과 직결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장선은
본선과 동일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선은 본선과 달리 단선으로 추진
되고 있어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 발생
-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복선과 단선을 직결 운영해야 하므로 열차 배차와 사고처리
등에 있어 많은 불편함으로 운영을 회피할 수밖에 없음
- 이 같은 문제로 도봉산∼옥정선의 복선 요구는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철도 연장노선은 본선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직결이나
도심 평면환승 등이 가능함
[표 6-2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
개요

Ÿ 사업 구간 : 도봉산역 ~ 장암역 ~ 탑석역(경전철 환승) ~ 양주시 고읍동
Ÿ 사업연장 : 15.111km (정거장 신설 2개소, 단선전철)
Ÿ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총사업비 : 7,562억 원)

자료 : 의정부시청. “https://www.ui4u.go.kr” (2021.1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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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서울시는 경기도 외곽 서울도시철도 연장선에 대해 서울시 경계에서 평면환승
하는 분리 운영 정책 발표
서울시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사유로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연장’이 아닌
‘평면환승’ 기준을 발표
- 서울시는 경기도 외곽 연장선의 긴 운행으로 인한 승무원 피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함

철도 서비스 측면에서 서울시의 시 경계 평면환승 정책은 한계가 있음
환승 형태 중 가장 편리한 환승 시스템이지만 시 경계에서 환승객이 집중되면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과 같이 혼잡 발생
환승 이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열차 스케줄에 따라 환승 대시 시간이 발생함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의 회차 시스템상 경기도 방향으로 회차할 수 있는 시스템
은 존재하지 않아 기존 노선의 평면환승은 불가능함

본 연구에서는 서울도시철도의 경기도 연장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
3가지 운영 원칙을 제시함
3가지 원칙 : 직결 운영, 도심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본선과 동일한 연장구간
시스템 구축

제1원칙 : 직결 운영
환승에 따른 이용 불편과 기존 철도망의 회차 가능지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선
은 기본적으로 직결 운영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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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존 환승 운영하던 노선들도 이용자 중심의 직결 운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은 기본적으로 직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가장 편리한 환승 형태인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의 경우도 환승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승강장 혼잡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게 됨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본선 구간의 차량기지, 관제 시스템을 공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연장구간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
- 연장선의 분리 운영으로 차량 편성 축소에 따른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분리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하게 됨
- 분리 운영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 운영이 본선의 운영 시스템을 공용하기 때문에 유리함

제2원칙 : 도심 동일 승강장 평면환승
기존 본선과 연장선의 승객수요 격차가 커서 차량 편성 등을 달리하는 분리
운영이 필요한 경우 도심에서 동일 승강장 평면 환승하도록 함
운영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 운영으로 환승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경계부에서 환승이 아닌 서울시 도심부에서 평면 환승하
도록 함
- 수도권 외곽의 철도 이용객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서울 도심 인근에 집중됨
- 수도권 승객들의 통행실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서울 도심부까지는 직결운행 필요
- 서울 도심부까지 운행하는 동안 중간역에서 승객들의 이동이 분산되기 때문에 특정 환승역
에서 집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시 경계에서 불필요한 환승을 줄일 수 있어 전반적인 철도 서비스가 증가할 수
있음

서울 도심 평면환승 운영 전략 사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함
- 수도권 지하철 7호선과 환승 가능한 개통 운영 전략을 지역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로 수립함
- 도심 평면환승을 위해서는 대림역과 건대입구역에 신규 회차 시스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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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 평면환승을 위한 회차 시설비용은 1곳당 약 723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회차 시설은 열차 운행을 위한 반복선과 새벽/심야 시간 운영을 위한 주박선 필요
- 실제 도심 내 지하공간에 회차선을 설치할 때는 차량 편성이나 주박 용량, 주변 지하
지장물 등에 따라 공사비는 변경될 것임
[표 7-1] 지역별 개통 운영 전략
구분
경기 북부 운영계획

주요 내용
Ÿ 장암 ↔ 건대입구 (건대입구역 회차 시설 신설)

경기 남부 운영계획

Ÿ 석남 ↔ 대림역 (대림역 회차 시설 신설)

서울내부운영계획

Ÿ 천왕 ↔ 도봉산 (온수역, 장암역 회차 시설 활용)

제3원칙 : 본선과 동일한 연장구간 시스템 구축
연장선 본선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경전철이나 단선 계획이 가능하나 본선
과 다른 시스템 도입 시 환승 지점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감
- 중형전철과 경전철 연결 지점 공사비를 살펴보면, 직결은 3,420억 원, 환승은 6,475억
원으로 환승시설 설치 시 3,055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함

본선 구간과 직결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장선은
본선과 동일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함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선은 본선과 달리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어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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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복선과 단선을 직결 운영해야 하므로 열차 배차와 사고처리
등에 있어 많은 불편함으로 운영을 회피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기존 철도 연장노선은 본선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직결이나 도심 평면환
승 등이 가능함

서울시 연장선에 대한 운영 원칙(2021.02.10.)에서도 안전 운행을 위해 본선과
연장선에 대한 동일 시스템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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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기존 철도와 연계된 경기도 내 철도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철도 운영을 고려한 계획 수립
철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건설과정에서는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총사업비 절감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축소됨
- 대부분의 철도사업들은 예비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무리하게 줄이게 됨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철도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
비가 누락된 노선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이후나 건설 마무리 단계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을 확보하고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철도 운영을 고려한 설계와 관련 운영회사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
- 특히, 서울도시철도 연장 형태의 노선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본선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확보하여 철도 운영회
사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철도 운영은 필연적으로 운영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들 입장에서
는 운영회사에 지급하는 운영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함
-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운영비용이 아닌 위탁수수
료 등을 절감하려 함

서울도시철도 연장선의 본선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운영
수입은 운영 실비를 제외한 위탁수수료나 일반관리비용에 한정됨
- 서울교통공사는 적정 위탁수수료나 일반관리비용을 경기도 시군에 요구하게 됨

철도 운영비의 무리한 절감은 철도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도와
시군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철도 운영회사에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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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경기도 연장 철도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교통
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통합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존 도시철도 본선과 분리된 운영을 하게 되면 관제시설을 포함한 차량 정비시
설 등이 중복으로 설치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추가적인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발생함

장거리 운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나 만성적인 경영 적자가 심각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타 사업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자체 운영사업 분야에서는 9,65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경기도 도시철도 연장사업 운영 등을 포함한 외부 수탁사업 분야
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음
- 경기도 시군들이 경기도 연장구간에서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100% 보존해 주는 것과
같이 수탁사업의 운영적자는 발주처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 경기도 시군에서는 운영적자 보존과 별도로 운영비에 비례하여 서울교통공사에게 일반관
리비용과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즉,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경기도 외곽선 운영이 본선에 비해 불편한 사업 분야이지만
경영 측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표 7-2] 서울교통공사 손익계산서(2020년)
운영사업

수탁사업

구분

매출원가
(A)

수익
(B)

손실
(B-A)

매출원가
(A)

수익
(B)

손실
(B-A)

금액(억원)

24,349

14,693

-9,655

902

902

-

자료 : 서울교통공사 재무제표. “http://www.seoulmetro.co.kr”.

[표 7-3] 경기도 연장선에 대한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 비율
구분

서울도시철도4호선
남양주연장

서울도시철도5호선
하남연장

서울도시철도7호선
부천연장

일반관리비

5%

5%

2%

위탁수수료

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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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공 비용절감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경기도 연장선에 대해 직결 통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경기도와 시군은 서울교통공사에게 적정 운영비용과 함께 적정 일반관리비용과 위탁
수수료 보장 필요

대광위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지자체 갈등 사무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 광역교통은 단일 지자체가 아닌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함

서울도시철도의 경기도 연장사업들은 대부분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광역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대광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서울시의 평면환승 정책에 대해 직결을 선호하는 경기도 시군들은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광위는 개별 관련 기관의 단편적인 의견이 아닌 시민들에게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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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posed a policy to transfer
planes at the boundary of Seoul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the
Gyeonggi-do extension of the Seoul Urban Railway. When transferring
at the border of Seoul, transfer passengers are concentrated at the
transfer station, causing congestion. In addition, there is a waiting time
for transfers, which is inconvenient for users. Currently, it is impossible
to separately operate an extension line in the rotation system of the
Seoul Metropolitan Railway.
In this study, three principles were presented for the extension of the
Seoul Metro.
The first principle is the direct connection principle. Considering the
inconvenience of users due to transfer, extension lines are basically
connected directly in principle. Routes that used to be operated as
transfers are also being changed to direct connections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Even the most convenient plane transfers cause
waiting time and congestion at the platform. If connected directly, it
is possible to share the railway depots and control system in the main
line section, resulting in economies of scale.
The second principle is that if a transfer is unavoidable, it will be done
in a cross-platform interchange format near downtown Seoul. The final
destination of railway us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s concentrated
near the city center of Seo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direct connection to the city center of Seoul. Transit passengers
are dispersed while operating to downtown Seoul, solving the
problem of congestion at the transfer station. If the downtown
transfer is applied to Seoul Metro Line 7,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operating sections. The operation section in the norther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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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yeonggi-do, the operation section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and the operation section in Seoul. The operating
section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do runs from Jangam
Station to Konkuk University Station. The operating section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runs from Seoknam Station to
Daerim Station. The inner operating section of Seoul runs from
Cheonwang Station to Dobongsan Station. It was found that 72.3
billion won per branch was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for city
plane transfer.
The third principle is that the system for the extended section should
be the same as the system for the main line. If the extension section
is made with a different system from the main line, additional costs are
duplicated.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railway operating companies,
many inconveniences occur due to the operation of different systems.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extension

project

requires

cooperation from related organizations. Gyeonggi-do shall pay the
appropriate expenses necessary for Seoul Metro. Seoul Metro sha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main line extension projec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mediat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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