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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의 취지

본자료는 2013년 3월 25일부터진행한서울시 ‘시정주요분야컨설팅용역’ 중

서울메트로및서울도시철도공사를대상으로 26주 (서울메트로 14주, 

서울도시철도공사 12주) 진행한용역결과를정리한것이다. 본용역은지하철

양공사의재정건전성강화와운영효율성/효과성개선을위해진행되었으며, 

본자료는용역을수행한맥킨지와삼일회계법인의관점에서도출된개선안을

중심으로제작되었다. 이의최종선택및수정, 개선의노력을위한정책화등은

향후서울시가결정한것임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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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와 도철은 서울시의 가장 중추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운영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낮은 재정 건전성으로 인하여 2012년 현재 약 3,4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 적자는 2020년 기준 약 5,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에도 과거 10년
동안과 같은 수준의 운임 인상이 이루어짐을 가정함)

– 2020년 기준 메트로 약 2,400억 원, 도철 약 3,100억 원의 영업 적자 예상

– 영업 적자의 주 원인은 인위적 운임 상승 없이는 수익 증가가 어려운 운수 위주의 매출
구조(약 86%)와 비효율적 인력 운용에 의한 높은 인건비 비중(약 50%) 및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 인상 등임

▪ 본 연구과제를 통해 메트로와 도철의 중장기 경영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이의 성공적 실행을
통해 2020년 기준 최대 약 4,000억 원의 영업이익1 증가가 기대됨

– 메트로: 약 ~2,600억 원 (15개 개선안), 도철: 약 ~1,400억 원 (14개 개선안)

– 주요 개선안: 부대 사업 강화(예, 상가/광고 사업), 탄력적 인력 운영, 운영 주체 최적화, 
승객편익사업 등

▪ 그러나, 완전한 영업 흑자 전환 및 현재 수준의 서비스와 안전성을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한 막대한 노후시설/전동차 교체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관련부서
주도/지원 하에 추가적인 수익원 마련이 필요함

– 양 운영사 협력을 통합 시너지 창출 기회: 예, 통합 구매 등

– 서울시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개선안 : 예, 역사명 병기, 역사구조 설계 개선, 
부동산(지하아케이드 포함) 개발, 국내외 철도사업 확장 등

핵심 요약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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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서울메트로는 약 1,700억 원, 도시철도공사는
약 2,300억 원의 연평균 영업적자를 기록해 왔음

재정건전화를 위한 매출구조 개선 및 비용감축
방안 마련이 시급함

서울의 지하철 양 운영사들은 연평균 약 4,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해 왔음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재무 현황
십억 원

743 738
514 526514

741 818790
610536

-207-254-221-228-227

2008 1109 1210

매출

▪ 현재의 운수 위주 매출 구조 지속
시, 매출성장의 잠재력은
제한적임
–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운수부문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요금인상의 제약
및 승객 수 정체를 고려 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지 않음

– 비운수 사업 중, 유휴공간
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규제
및 역량상 제약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비용

▪ 고정비 비중이 높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12년 말 기준 인건비(지급

수수료 포함)와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의 약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인력예산 및 투자예산은
단기간에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단기간내의 비용 절감은
제한이 있는 비용구조임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메트로

도철

1,076949917899935
1,2051,1051,1391,0941,081

수익1

비용2

1 수익: 매출 2 비용:매출원가 및 판관비
자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129-156-222-195-146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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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부족재원을 차입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12년 말 기준 2.4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음

연도별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설비투자조달 및 차입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08 '09 '10 '11 '12

출자금(*)

차입

1  국고보조금 포함

 최근 서울시출자금(*)지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설비투자 재원조달 및 기존 차입금 상환재원조달을
위한 차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인 차입으로 인해 ’12년말 기준 2.4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음

'08 '09 '10 '11 '12 '13(예산)

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공사채

연도별 신규차입 및 서울시 출자금1 지원 추이
억 원

연도별 차입금잔액 추이
억 원

3,820

4,891

9,006

7,3507,317

19,175
17,938

22,201
24,471 24,328 25,580

29%

90%

94%

84%

98%
99%

72%
69% 66% 77%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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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경우 노후시설 교체 및 상승된 안전/서비스 요구 수준 만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이 더 투자될 전망이므로 재원조달 이슈가 예상됨

1 금액변동가능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차입 이외의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함2014년 이후 대규모 재투자재원조달이 필요함

'08 '09 '10 '11 '12 '13(예산) '14~

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공사채

증가
예상

13 '14 '15 '16 '17

노후시설재투자
안전/서비스 강화
정책사업
전동자 교체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 현황1

억 원
향후 연도별 차입금잔액 추이
억 원

 ’13년 이후 전동차교체 등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부족분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면 향후
부채규모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932

4,644
5,550

4,380
4,859

19,175
17,938

22,201
24,471 24,328 25,580

98%
99%

72%
69% 66% 77%

5년간 2조원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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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부족재원
차입 결과 ’12년 말 기준 6,800억 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음

영업손실 및 차입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차입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 별 운영채무는 6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연도 별 신규차입 및 서울시 출자지원 추이
억 원

연도 별 차입금잔액 추이
억 원

3,220
4,380

1,050

1,231

1,601
1,675

1,408

446561

2008

244

2012201120102009

출자금1

차입

최근 서울시출자지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영업손실보전 및 기존 차입금 상환재원조달을 위한
차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건설채무 책임상환으로 전체채무수준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과거5년간 운영채무는 6천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5,600

2,024

5,961

7,230
6,879

6,648 6,363

8351,329

2012

467

2011201020092008

운영채무

건설채무

1 국고보조금 포함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결산서 및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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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노후설비 재투자재원조달이 필요함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노후설비 교체 재원확보
등으로 인해 향후 채무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차입 이외의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함

도시철도공사 설비투자 금액1

억 원
연도 별 차입금 잔액 추이
억 원

2017

2,251

16

2,178

15

2,071

14

1,000

2013

494

노후전동차 및 시설투자비

‘15년 이후 노후전동차 교체 등 설비노후화로 인한 투자
필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부족분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면 향후
부채규모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변동가능)

차입금

증가
예상7,927

6,830
7,4838,208

9,254

11,561

20092008 2013 
(예산)

2014~201220112010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결산서 및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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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요 도시 별 지하철 승객 수 글로벌 선진사와 매출 및 비용구조 비교

해외 도시철도 운영사와 비교 시 서울의 양 지하철 운영사는 비운수 사업 매출
비중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를 가짐

1 전체매출 대비 운수매출 비중, 운수매출 대비 Retail, 광고, 부동산 기타 매출 비중, 비용의 경우 매출원가 대비 각 비용의 비중

억 명, 2011 퍼센트1

6

8

12

15

15

16

22

24

25

32

뉴욕

베이징

모스크바

서울

도쿄

마드리드

싱가폴

런던

홍콩

파리

벤치마킹 대상

‘일본의 도쿄메트로, 홍콩의 MTR, 싱가폴의
SMRT가 다양한 부대사업 운영 및 효율적인
비용 관리 측면에서 가장 선진적이다

매출

비용

인력

시설
투자

수도
광열비

상가

광고

부동산
개발

121414
63

57
1

6

0

24

00

2637374556

28
14

3227
16

18
1166 N/A

N/A

N/A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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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운수 사업 의존도가 높아 향후 비운수 사업 매출
향상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함

1 전체매출 대비 운수매출 비중, 운수매출 대비 Retail, 광고, 부동산 기타 매출 비중, 비용의 경우 매출원가 대비 각 비용의 비중

메트로와 도철은 수익성 향상이 어려운 운수사업 의존도 높음

PPP 조정

매출 규모
(억 원)

2,300
1,615

654

19,285

수송
인원당
상가 매출
(원)

74
115

2036

수송
인원당
광고 매출
(원) 28

5434
6

▪상가/ 
광고
분야
집중

▪상가/ 
광고
▪철도사업
▪부동산
개발

▪상가/ 
광고
▪철도사업

주력
비운임
사업분야

반면, 현재 비운수 매출은 선도사의 6~60% 수준으로
사업분야도 한정적이므로 향후 성장의 여지가 존재함

▪상가/ 
광고
분야
집중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441
638609586

매출
구조1

(%)

평균운임 PPP 
조정
(원)

무임/할인
혜택이
많고, 운임
상승 또한
비정기적

무인/할인
혜택
제한적이며
정기적
상승

무인/할인혜
택
제한적이며
2~3년마다
상승

운수

상가

광고

부동산
개발

55648989

1414
36

576
1

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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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력 생산성이 떨어짐메트로와 도철의 운영효율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임

[비용] 선도사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력 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함

2012, 인건비 제외된 운영비, PPP 보정됨 2012, PPP 보정됨

1 연 수송 인원이 6억 5천명으로 낮아서 수송 인원당 운영비가 높음
2 운영비용, 시설투자 비용을 모두 포함함

2,5412,187

7,646
5,392

7,201
17,865

12,2759,447

2,210
1,647

4,269

2,615
운영비용
/
트랙거리
(백만원)

운영비/
전동차
수
(백만원)

운영비/
수송
인원
(원)

294
202

301
260

251

392
457 4111

인력
생산성
(인당
매출
/인건비)

인당
인건비
(만원)

인당
매출
(만원)

3.3
5.6

1.61.8

전체
비용2 중
인건비
비중 (%)

3737

56
45

서울시 양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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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의 수익성 증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 방안 및 서울시 차원의 협력/협의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서울 메트로 및
서울
도시철도공사
의 수익성 개선
및 채무감축을
위한 방안은? 

단기적인 채무감축
방안은?

채무 현황 및 채무
누적의 주요 원인은?

향후 수익성 개선,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서울시 차원의
협력/협의에 기반한
경영 개선 방안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 방안

중장기재무계획분석을 통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양 공사 시너지 창출 기회

기타 서울시 관련 기관 협의 필요 개선안

신사업 영역 발굴 및 성장 방안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채무 누적 원인

기존보유자산 매각촉진 방안 등 검토

채무 규모, 종류 및 만기 구조

운수/철도 사업 성장 방안

전동차/시설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부대 사업 성장 방안

삼일 업무 영역
맥킨지 업무 영역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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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제안서 상 요청 과업 이행 내용

▪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 사업개발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 성과관리 지표 및 시스템 분석, 개선방안 도출

제안서
상
요청
과업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채무 감축
– 운영부채 및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 (운수 사업 의존성 개선)
– 상가 및 광고 운영 등 부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부가가치 신규사업 분야 및 사업 전반 분석

– 비용감축 및 비용 효율화 방안 수립

– 운수수입 증대 방안

과업 내용구분 해당 개선안

▪ 브랜드 점포 비중 확대
▪ 네트워크 임대 확대
▪ 점포 매출액 파악 후 임대료

현실화 및 수익 모델 연계
▪ 역사 구조 개선
▪ 광고 매체 관리 개선
▪ 승객 편의 사업
▪ 철도운영사업
▪ 역사명 병기
▪ 역세권 부동산 및

지하아케이드 개발
▪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
▪ 전동차 조달 경쟁 확대
▪ 구매 단위 확대
▪ 분야별 운영 주체 최적화
▪ 외주 업무 효율성 개선

▪ 분야별 운영 주체 최적화
▪ 성과지표 운영 개선안

▪ 삼일 과업 범위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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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제안서 상 요청 과업 이행 내용

▪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
– 비숙박 근무제 도입 방안 등
– 신규 사업 수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제안서
상
요청
과업

▪ 운수사업 및 부대사업 적자 해소 방안

과업 내용구분 해당 개선안

▪ 모든 개선안이 이에 해당됨

▪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

▪ 분야별 운영 주체 최적화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서울도시철도공사

▪ 공사 인프라 활용 수익창출 방안 ▪ 역세권 부동산 개발 및
지하아케이드 개발

▪ 승객 편의 사업

▪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개선 방안 ▪ 분야별 운영 주체 최적화

▪ 전동차 및 부품/시설 재투자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효율적/안정적 투자 방안 (수명 연장 등 재무부담 최소화 방안)

▪ 전동차 조달 경쟁 확대 (전동차
구매처 다변화)

▪ 전동차 구매 시 TCO 평가 적용
▪ 양 공사 시너지 (공동

구매/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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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추가 요청 과업 이행 내용

▪ 지하철 양 공사 간 협력적 경영체제유지

▪ 지하철 광고의 저수익성 문제의 근인 파악 및
상업성/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광고 관리방안

▪ 지하아케이드 개발방안

과업 내용 해당 개선안

▪ 양 공사 시너지 창출 기회

▪ 광고매체 관리 개선

▪ 역세권 부동산 및 지하
아케이드 개발

▪ 지하철 연장 운행 탄력적 방안

▪ 역사명 병기

▪ 지하철 1시간 단축 운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및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

▪ 역사명 병기에 대한 타기관 사례와 시민의견 조사 결과 제시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서울 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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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에서는 벤치마킹, 고객의견, 내부자산/역량 평가, 외부 환경평가 등을
통해 서울의 양 지하철 공사의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수립함

검토 방법 및 발견사항

벤치마킹

고객 의견
수집

내부 자산 및
역량 평가

외부
환경평가

2

3

1

▪ 약 280개 역사 공간 및 연 24억여 명의
집객효과를 자산으로 활용 가능

▪ 40년간 축적된 지하철 운영 및 지하/지상 공간
관리 역량 활용 가능

▪ 입사 경쟁률 심화(05년 대비 5배)로 역량 있는
인재 유입 가능성 높아짐

▪ 수송인원 성장은 정체된 가운데, 고령화로
무임수송 부담 증가

▪ 운수 외 사업에서 경쟁 심화
▪ 정책/규제상의 제약은 지속되거나 강화
▪ 기술적 발전 (예, 자동화) 활용할 기회 증가

4

▪ 선도사들은 서울의 자하철 운영사들 대비
높은 재정 자립도를 갖추었으며, 특히 운수 외
수입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높음

▪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안전성 및 서비스 (예, 
배차간격, 혼잡도) 측면에서 해외 선도사들과
유사한 수준이나, 향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서비스/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 낮은 운임 수준보다는 혼잡도 개선 등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니즈가 큼

▪ 서울시 지하철 운영사들의 재정적 자립에
대한 니즈가 큼

주요 시사점

▪ 안전성 및 서비스 질 강화, 
재정건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양 운영사의 기존 개선
방향성은 합리적임

▪ 특히, 고객수가 정체상태에 이른
운수사업보다는 서울메트로 고유
자산 및 역량을 활용한 운수 외 사업
성장의 여지가 존재함

▪ 또한, 기술 활용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을 부가가치가
높은 신사업에 재배치 함으로써
조직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단, 재정건전화에 있어
지원금/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재원육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함

▪ 그러나 서울시/정부 차원의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운임 인상 및 양
운영사 비운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원적 지원이
필요함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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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양 지하철 운영사들은 재정적자가
운영상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MTR 벤치마킹] 재정적자가 운영상태 악화로 이어지는 서울시 지하철
운영사들과 달리, 홍콩 MTR은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높은 서비스 수준과
조직 역량을 확보함

반면, 홍콩 MTR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 및 수익성을 보다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임

1

높은 고객
만족도

직원 사기
및 역량
강화

적극적
경영개선
및 신사업

진출

재정 흑자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위한 투자

낮은 고객
만족도

직원들
사기저하

및
지원감소

소극적 경영
개선 및

신사업 추진

재정 적자

안전 및
서비스 개선
투자지연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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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기반으로
재정 자립도 구축기

상가/광고 부문 성장기

해외 철도사업 추진기Phase 2 (2003~08)

Phase 3 (2008~Today)

Phase 1 (~2003)

[MTR 벤치마킹] 홍콩 MTR은 단계적으로 비운임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재정강화에 성공함

1

재무
지표
(억원, 
명, %)

주요
활동

HK MTR의 내부 역량 및 외부기회요소 (예, 중국/홍콩 경제성장, 
정부지원)를 시기 적절히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1998 2003 2008 2012

국내

해외

인력

22,303

69

31

▪ 상가/광고 사업 성장 및
부동산개발 안정화
– 2000년 민영화 이후

상가/광고 부문 성장에
보다 집중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입점브랜드를 다양화

– 상가/광고 부문 매출
2003년 대비 2008년에 3배
상승

▪ 해외 철도사업 진출 가속화
– 2007: UK London, Overground

운영 계약 체결
– 2009: Sweden Stockholm

메트로와 계약 체결
– 2009: Australia Melbourne 

도시철도와 계약 체결
– 2009: 중국 Beijing 운영 진출
– 2010: 중국 Shenzhen 운영 진출

▪ 정부와 함께 부동산 개발 집중추진
– 정부와 Property-railway 통합

개발 모델 추진하면서 역세권
개발 주도

– 지하철 Line (Urban line, Airport 
railway, Tseung Line) 주변으로
558,762m2 에 달하는
상업/오피스 공간과 46, 915호의
주거공간을 개발함

이익

2,595

19
37

44

매출

11,022

72

15

13

이익

10,425

39
36
26

매출

25,585

65

20

15

이익

13,530

33
32

30
6

매출

49,913

42

11
10
37

이익

N/A

매출

N/A

국내

인력

100

해외

인력

6,690

국내

해외

인력

14,201

88

12
8,786

100

운임부동산

상가/광고해외사업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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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정부는 MTR에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단, 대규모 신규 지하철 공사에 한하여 단발적으로 공사비용 일부 지원
2 Western District Line 건설의 낮은 ROI로 인한 HK MTR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투자금의 50%를 지원함
Western District의 오랜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내외부적인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감행함

3 최근 3년 기준

HK MTR의 서비스/안전성 관련 투자

[MTR 벤치마킹] 홍콩 MTR은 안정적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왔음

1

정부지원1

자체조달

HKD

5,341
2,4812,9033,4542,8892,670

11,762

2012

5%

2011

10,681
6%

2010

24,588

50%2

20092008

6,242
6%

20072006200520042003

안전성 위주 서비스 개선

▪ 스크린도어 설치
▪ 의료장비 추가
▪ 레일 연삭차 교체

소규모 투자를 통한
승객 서비스 개선
▪ 열차 내 와이파이 설치
▪ 무인발권기 설치
▪ 포토부스 등 승객 편의

시설 확충

대규모 투자를 통한 승객
만족도 향상
▪ 열차 추가 투입을 통해

혼잡도 및 열차 지연
20% 이상 개선

▪ 열차 소음 및 조명 개선

HK MTR의 서비스/시설 개선
투자 수준3 금액은 서울메트로/ 
도철의 5배 이상이며 운수매출
대비 투자액 비율도 3배에 달함
(홍콩 49%, 서울 18%)

승객 핵심 편의
서비스에 집중
투자한 결과
최근 3년간 고객
만족도가 대폭
상승함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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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벤치마킹] 홍콩 MTR의 주요 성공요소

▪ 역 주변 정부소유지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

▪ 재정자립성의 확보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한 투자와 신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됨

자체 재원
확보

1

외부
경제성장
기회 포착

단계적
비운임 사업
확장

▪ 해외 철도 사업 진출을 위해 인재 채용 및 파견
– 해외 노선 확장을 위해 해외 엔지니어 적극 채용
– 국내 매니저 해외 파견

▪ 부동산 개발 시, 외부 전문가 대폭 영입
▪ 민영화 이후 민간의 상업/광고 부문

마케팅/사업개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운수 수익 증대에 기여함

▪ 2000년대 홍콩의 부동산 경기 및 소비수준
상승세에 힘입어 부동산 및 상가/광고 사업 성장을
가속화

▪ 2000년 후반 이후, 중국 본토 경제 성장과 함께
대도시 중심 지하철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해외진출 기회 포착

▪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내부 역량 수준 및 외부 시장 기회에
적절한 비운임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집중 육성함

▪ 안정적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는 시기
적절한 비운임 사업의
집중육성과 이를 추진할
인재 유입/양성이 필요함

▪ 재정자립도의 확보는
서비스 질과 안전성의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추가
사업 확대를 뒷받침함

▪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성,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국내 지하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기회
포착이 가능해짐

주요 시사점

인재 유입 및
양성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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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고객의견 수렴 결과 서비스 질 향상 및 자체사업 육성을
통한 재정자립도 확보에 대한 니즈가 큼

낮은 운임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큼
지하철 운영사의 자체사업 확장을 통한 재정 자립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음

2

서울메트로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 (3가지 중복 답함)

연 평균 ~1,700억 원에 이르는 서울메트로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10

12

55

69

71

76

기타

역사 미관 유지

운임수준 유지

안전성 유지

혼잡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 유지

지하철 적정간격
운영

1

4

16

35

44

기타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시/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확대

무임 및 할인 혜택
축소

운수 외 수익사업

N = 500, % N = 500, %

서울메트로 사례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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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산/역량 평가] 지하철 양 공사가 보유한 역량 및 자산 활용 시 새로운
재원 창출이 가능함

서울시 산하 양 지하철 운영사의
인력 및 인프라 역량

운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인프라와 권리
운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인프라와 권리

특화 사업 및 관련 해외사례

대규모 지하 아케이드 개발대규모 지하 아케이드 개발

운수 매출로 운영 비용의
~120%를 회수
운수 매출로 운영 비용의
~120%를 회수

3

국내외 철도 운영 및
컨설팅 사업
국내외 철도 운영 및
컨설팅 사업

중국, 유럽, 호주 등 진출중국, 유럽, 호주 등 진출

두바이 등 진출두바이 등 진출

~40년간 세계 4위 규모의 지하철
운영을 통해 축적된 운영 역량
~40년간 세계 4위 규모의 지하철
운영을 통해 축적된 운영 역량

서울시내 ~280개 역사에 걸친
지하/지상 공간
서울시내 ~280개 역사에 걸친
지하/지상 공간

패션/슈퍼마켓/F&B 부문 임대/직영패션/슈퍼마켓/F&B 부문 임대/직영

역사명 부기 등 역 시설물 활용 광고역사명 부기 등 역 시설물 활용 광고

역세권 쇼핑센터, 호텔 등 개발역세권 쇼핑센터, 호텔 등 개발

역사 주변 공간 개발 및 관리
역량
역사 주변 공간 개발 및 관리
역량

운수 수익
최적화
운수 수익
최적화

구두 수선, 드라이 클리닝구두 수선, 드라이 클리닝이용객 편의 제공
사업 (예, 세탁, 
문화공연 티켓 등)

이용객 편의 제공
사업 (예, 세탁, 
문화공연 티켓 등)

구두 수선구두 수선

경기/공연 티켓, 드라이 클리닝경기/공연 티켓, 드라이 클리닝

하루 ~650만, 연 ~24억에
달하는 집객 효과
하루 ~650만, 연 ~24억에
달하는 집객 효과

지하도시 개발사업지하도시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역세권 개발사업

상가 임대/운영 사업상가 임대/운영 사업

광고 사업광고 사업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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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평가] 전체시장 크기는 정체된 가운데, 경쟁 및 정책/규제는
심화되고 있어 기술활용 등을 통해 환경적 제약을 넘어설 기회 모색이 필요함

▪ 시스템 자동화를 보조하는 기술 발전
▪ 민간부문의 기술/서비스 측면 역량 증대

인구 구조

경쟁 구도

정책/규제

기술

4

▪ 안전규제 강화 (예: 석면
노출 방지)

▪ 정부 재정지원 감소
▪ 제한적 운임상승

▪ 전체 수송인원은 정체
▪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무임수송에 대한 부담 증대

▪ 시장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고령화로 무임수송 부담 증가

▪ 운수 외 사업 부문에서 경쟁 심화
▪ 정책/규제 상 제약은 지속 혹은

강화
▪ 기술적 발전을 활용하여, 환경적

제약을 넘어설 기회 포착이 필요

▪ 시내 교통수단간의 경쟁은 현 상태 유지
▪ 국내외 철도 운영사간 경쟁 심화
▪ 타 옥외광고 매체와 경쟁 심화
▪ 지하 공간 개발 주체간 경쟁심화 (예: 

민간의 지하아케이드 개발 진출 등)

프로젝트 수행 범위 및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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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업 이익1, 억 원

서울시
협의안
효과

총합

4,140+A
A

양 운영사 간
시너지 효과

140+

도철
경영개선

효과

1,400

메트로
경영개선

효과

2,600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시 산하 지하철 운영사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선안을 도출함

I II IIII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프로젝트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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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

양공사
시너지

부동산
개발

서울시
출자금

기타
사업

노후화
시설
재투자
금액

3,000+

총 영업
이익

1,500

도철
경영
개선안

1,400

메트로
경영
개선안

2,600

운임
인상

3,900

영업
손실

9,400

영업
비용

27,500

매출

▪ 그러나 영업 흑자 전환과 향후
예정된 노후화 시설 재투자를 위한
재원의 자체 조달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양 공사의 경영개선안 실행을 통해 2020년 흑자전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재투자될 수 있음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경영 개선 예상 효과
억 원

프로젝트 수행 결과

2020년 추정치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2 양 공사의 완전 통합 없이 실현 가능한 개선안 효과만 포함함

▪ 금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각 공사 경영 개선안
실행을 통해 2020년 기준
최대 약 4,000억 원의 영업
이익1)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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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현황 분석 결과, 양 지하철 공사는 향후 비운수 사업 다각화, 조직/운영
효율화 및 인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함

현 재정자립성 저하 요소 향후 재정강화 위한 지향점

차별화 역량을 기반으로
특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별화 역량을 기반으로
특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핵심역량 (지하철
운영능력, 지하공간 활용
능력, 집객 효과) 활용한
특화된 사업 개발

핵심역량 (지하철
운영능력, 지하공간 활용
능력, 집객 효과) 활용한
특화된 사업 개발운수 사업 위주의 제한적

사업 포트폴리오
운수 사업 위주의 제한적
사업 포트폴리오

1

운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운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선도사 대비 높은 운영
비용
선도사 대비 높은 운영
비용

구매, 외주 프로세스 효율화구매, 외주 프로세스 효율화
3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인력 생산성 향상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인력 생산성 향상

낮은 인력 생산성과
제한적인 역량 범위
낮은 인력 생산성과
제한적인 역량 범위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인력 재배치 및 역량 육성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인력 재배치 및 역량 육성 2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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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하철 운영사가 보유한 자산 및 역량을 활용하여 운수 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할 수 있음

비운수사업 포트폴리오 비교
억 원

98

19

17

64

28,835896

0 2

서울메트로 비운수사업 다각화 방향성

▪ 서울메트로의 광고/상가사업 비중은 높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홍콩 MTR의 20% 미만임

▪ 연 15억 명의 집객효과를 고려 시 상가, 광고 뿐
아니라 직영 편의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확대
여지가 있음

▪ 홍콩 MTR은 해외철도사업을 통해 연간
1.8조에 달하는 매출과 함께 ~6,000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서울메트로 또한 40여년간 세계적인 규모의
지하철 운영사로서 기술 및 운영 역량이
누적되어옴

▪ 이를 활용하여, 단계적인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홍콩 MTR은 수익성 높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탄탄한 재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였음

▪ 서울메트로 또한 기 보유한 지하공간 및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지하 아케이드 및 역세권
부동산 개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

1

81%

4%

81%

MTR 사업별
이익율

광고/상가

해외철도사업

역세권 개발

서울메트로 사례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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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수인력의 효율성 향상과, 운수 외 사업분야 인력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성 높은 젊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

11% 30%30대
이하비중

신규직원 채용으로 젊은 조직으로 변화

조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기술/승무
등 정원을 국내외
철도 운영사업에
재배치

운수 외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인원 보강 및
역량강화

조직운영 효율화를
통한 정원 감축
▪ 시간대별 탄력적

인력 운영
▪ 기술 도입으로

인력 보조
▪ 업무 효율화
▪ 비핵심 업무

운영주체 최적화
확대

1 본사 (352), 인재개발원(35), 자재관리센터(22), 기술연구원(41)       2 사업개발처(33), 부대사업처(34), 신사업지원센터 (96)       3 철도사업처 (57)

4 영업전략처(1), 영업관리처(17), 차량처(13), 정비처(21), 운전처(18), 기술조정처(28), 전기통신처(34), 궤도선호처(30), 기계전자처(27), 토목건축처(48), 
종합관제(198), 서비스센터(2003), 차량사업소(2057), 승무사업소(2037), 기술사업소(1905)

2

91%

3%

5%

15

8,677

93%

3%
3%
6%

14

9,169

8,3122%
2%

5%

2013

9,150

92%

2%1%
5%

92%

기타

국내외
철도사업2

기본 철도
운수 서비스4

2020

8,260
운수외
사업3

83%

5%

9%

84%

19

4%

8%

5%

18

8,336

86%

4%

7%

4% 5%

17

8,363

86%

3%

5%

5%

16

8,610

5%

FTE

서울메트로 사례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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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외주, 구매 부문 효율화 기회의 검증 결과 다수의 개선기회가 파악됨3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비
절감
– 예, 신호설비, 전기선 등

▪ Vendor간 경쟁유도를 통한
구매비 절감
– 예, 전동차, 선로

운영 효율화 기회 검증

▪ 자체 운영 업무
– 역무
– 검수/정비 등

▪ 외주
– PSD
– 경정비
– 역사 운영 외주 등

▪ 구매
– 전동차 차량
– 전기선, 선로, 

신호설비 등

▪ 비 핵심 분야 운영주체
최적화 확대
– 예, 역무 운영주체 최적화

▪ 중요도에 따른 업무량
조정을 통한 효율화
– 예, 도착점검, PSD 외주

다양한 개선 기회 파악됨
▪ 신규업체를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가?

▪ 구매 시 타 부서, 혹은 타 기관과의
통합발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 공급자 간 경쟁의 유도를 통한
구매 비용절감 기회 있는가?

▪ 유휴 활동을 줄임으로써
업무효율화가 가능한가?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효율화
증진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가?

▪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근무
효율화를 추진할 기회 있는가?

서울메트로 사례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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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비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사실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검토방법

▪ 기 추진하다가 중단된 안에 대해서는
장애물 파악 및 극복방안 개발
– 예. 전동차 조달 방식 개선, 1인 승무제

▪ 기존에 고려하지 않은 메트로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 예. 티켓오피스, 드라이 클리닝 등

승객편의 사업

▪ 기존에 고려하지 않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
– 예. 비효율업무 감소, 운영주체 최적화

확대

기존안 장애물
및 극복방안
파악

▪ 기존에 시정부, 직원들과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기각된 안
(예. 운임 ,근무제도 변경 등) 
들의 설득근거 및 대체안 개발

▪ 기존 세부안이 미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대책마련

고객 의견
수집

▪ 기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 및
역량 조달 방안이 필요한 안에 대해서는
내용 보강
– 예. 해외 철도사업 진출, 상가임대/ 

광고사업 운영모델 개선

▪ 운임체계 조정, 승객대상
편의사업, 역사명 부기 등 시민
여론이 중요한 안들에 대해
설문조사 통해 의견수집

선도사
벤치마킹

▪ 기 추진하고 있으나, 시/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안에 대해서는 설득
논거 보완 및 대안 마련
– 예. 역사명 부기, 역세권 개발

▪ 국내외 지하철 운영사에서
실행된 신사업 아이디어 및 운영
효율화 아이디어들의 서울
지하철 운영사 적용 가능성 검토

지하철 운영사
자산/역량
활용안
자체개발

▪ 지하철 운영사 고유 자산인
집객력, 역사공간, 운영 역량
등을 활용한 신사업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

현황파악

▪ 현재 조직 및 운영상의 비효율성
진단 (예. 근무제도, 외주, 구매
등)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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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에서는 양 지하철 운영사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선안을
도출함

서울 메트로 (15개 개선안)

상가운영

철도사업

구매방식
개선

조직 운영
효율화

광고

승객편의
사업

서울 도시철도공사 (14개 개선안)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 점포 매출액 파악

▪ 역사 설계 개선

▪ 광고주 다각화

▪ 구두수선 서비스

▪ 세탁 서비스

▪ 티켓오피스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 시간대별 탄력적 인력배치

▪ 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 PSD 외주용역 업무 효율화

▪ 전동차 입찰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 통합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TCO 개념의 가격 평가 도입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 점포 매출액 파악

▪ 역사 설계 개선

▪ 광고주 다각화

▪ 구두수선 서비스

▪ 세탁 서비스

▪ 티켓오피스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 시간대별 탄력적 인력 배치

▪ 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 무인운전 (UTO) 도입

▪ 전동차 입찰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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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개선안의 시행을 통해 2020년 기준, 최대 약 2,600억 원의 영업
이익 개선효과가 기대됨

맥킨지 추정 서울메트로 운영이익 개선 예측치1 – 2020 

억 원

160

310

2,600

10

650

190

480

800

상가사업
개선

광고사업
개선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탄력적
인력운영

운영
효율화

업무주체
최적화

영업이익
개선효과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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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개선안의 시행을 통해 2020년 기준, 최대 약 1,400억 원의 영업
이익 개선효과가 기대됨

맥킨지 추정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익 개선 예측치1 – 2020

억 원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양 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80
210

460

70
280

290

1,400

10

탄력적
인력운영

광고사업
개선

구매활동
개선

상가사업
개선

승객편의
사업

철도사업 업무주체
최적화

영업이익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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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 자체 추진 개선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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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역사 구조 개선4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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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

▪ 역내 브랜드점포는 (예. 세븐일레븐, 미샤 등) 非브랜드점포에 비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므로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으며, 역내 미관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서울메트로의 브랜드점포 비중은 25%에 불과하며, 업종 또한 편의점/화장품/카페
점포에 한정되는 등 향후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 가능성이 큼

▪ 해외사례 벤치마킹 / 브랜드 관계자 인터뷰 / 對시민 설문조사 결과, SPA 의류브랜드 / 슈퍼마켓 / 
F&B 부분의 신규 브랜드 입점이 가능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쿄메트로 및 홍콩 MTR은 의류분야(예. 유니클로, 지오다노 등), 기업형 슈퍼마켓(예. 
키노쿠니야 등), F&B(예. MOS Burger, Mister Donut 등) 부분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해
역내 점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인터뷰 결과, 국내 의류/슈퍼마켓/F&B 브랜드 또한 지하철 역사의 막강한 집객력을 활용해
수익창출 및 자사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대한 잠재 니즈를 보유하고 있음

–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 가량이 현 수준 대비 브랜드 점포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새로운 브랜드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브랜드의 니즈에 따라 임대면적을 확대하고 매출액
연동 임대료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의류 SPA브랜드 및 슈퍼마켓 등은 현 임대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해야 운영이 가능함

– 임대료를 매출액의 일정 %로 징수함에 따라 현 고정액 징수방식 대비 업체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상가임대사업 수익이 2020년 기준 약 355억~535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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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점포 비중 확대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 개인사업자 점포 면적: 10,000m2

▪ 계약만료 비율: 67%
▪ 브랜드점포 전환 비율: 40~60%
▪ 브랜드점포와非브랜드점포 임대료 차이: 

29만원/m2

2020 355 535

2015 30 50

HighLow

아이디어 배경
▪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 브랜드 점포의 매출 기여도가

일반 영세非브랜드 점포 대비 3배 이상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0% 이상이 브랜드 점포 확대를 희망
▪ 브랜드 점포가 상가질서 유지 및 미관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큼
▪ 도쿄메트로, 홍콩 MTR은 모든 점포를 법인사업자에게 임대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15 기준)

아이디어 소개
▪ 기존에 입점하지 않은 다양한 부문의

브랜드점포를 유치
– F&B: 패스트푸드 브랜드
– 패션: SPA 의류 브랜드
– 유통: 기업형 슈퍼마켓, Drugstore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고안
– 소상공인 최소 보장 비율 설정 (예. 역내

면적의 20%는非브랜드 점포에 배정)
– 브랜드 점포가 가맹점주 모집 시, 기존

소상공인에게 우선권 제공

도쿄메트로는 역내 공간을 100% 브랜드 점포로 운영하고 있음

F&B

구두수선

의류/잡화

편의점

슈퍼마켓

Beauty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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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역내 점포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非브랜드
점포임

서울메트로 점포 비중
퍼센트, 면적 기준, 2013 非브랜드 점포

F&B

의류

잡화

편의점

75

25

非브랜드

브랜드

1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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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및 승객편의 극대화를 위해 브랜드점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함

1 세븐일레븐, 미샤, 마노핀 평균 임대료

1

브랜드점포와非브랜드점포 임대료 수준 비교 브랜드 점포 확대에 대한 소비자 의견

▪ 시민의견 종합 시, 브랜드 점포
비중이 현 25%에서 45% 
수준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함

+193%

브랜드 점포1

440,000

非브랜드 점포

150,000

반대
22

찬성
78

점포별 임대료
원, 월 평균 임대료/m2

“브랜드 점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시민의 답
퍼센트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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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와 비교 시, 화장품 외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점포를 추가 유치할 수 있음

일본 지하철 운영사와 서울메트로의 입점 현황 비교

브랜드 점포 추가
유치 가능 업종

1

입점 브랜드 설명

F&B

구두수선

도쿄메트로

의류/잡화

편의점

슈퍼마켓

Beauty

▪ 일본 지하철 운영사는
리테일 업종의
대부분을 브랜드
점포로 구성함

도쿄메트로를
포함해 일본
지하철/철도
역사에서는 한국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다.

- 도쿄메트로 전문가

입점 브랜드 설명

▪ 카페, 제과 부문 브랜드 점포
비중 높으나, 패스트푸드
부문 추가 유치 가능

▪ 100% 개인사업자 입점
▪ 지오다노, UNIQLO 등 SPA 

브랜드 추가 유치 가능

▪ 일반 편의점의 브랜드 점포
비중 높으나, Drugstore 
브랜드 추가 유치 가능

▪ 법인사업자 비중 높음

서울메트로

▪ 해당 업종 역내 미입점
▪ 브랜드 유치 가능

▪ 해당 업종 역내 미입점
▪ 브랜드 유치 혹은 직접 런칭

가능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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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 SPA브랜드 및 슈퍼마켓 등 신규 업종의 지하철 역내
입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하지만 각종 장애물로 인해 즉시 입점은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지하철 역내 입점에 대한 잠재수요는 존재함

1

SPA 의류브랜드들은 분명 지하철
역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잠재수요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상상권을
선호하지만, 지하철의 막대한
집객효과는 분명 매력적이다.

- 의류브랜드 출점 전문가

하지만 현재 지하철 역사 내 SPA 
의류브랜드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공사가 장애물들을
해결해준다면 많은 업체들이 역사 내
입점에 흥미를 보일 것이다.

- 의류브랜드 출점 전문가

입점 장애물 극복방안

업종
특성과
이용객
특성의
불일치

협소한
임대공간

수익성
리스크

의류, 슈퍼마켓 등은 카페, 
편의점과 달리 계획구매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동’의 목적이 강한
지하철 이용객의 행동
특성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의류매장은 100평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메트로
임대공간은 10평 남짓에
불과해 의류브랜드가
입점하기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SPA 의류
브랜드 운영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고정
임대료는 점주 입장에서
분명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이미 쇼핑몰로 기능하고 있는
역사를 활용함 (예. 강남역, 
을지로입구역 등)

▪ 대규모 역사에 쇼핑 목적지로
기능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통합
입점시켜 쇼핑몰화

– 예. 고속터미널 역에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관련
브랜드 통합 입점

▪ 역사 내 점포를 묶어 통합으로
발주하며, 이를 위해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시점
조정이 필요함

▪ 고정 임대료 징수방식이 아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타겟
입점 브랜드의 리스크를 최소화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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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가임대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입자 선정 및
계약방식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1

서울메트로 홍콩 MTRvs.

계약기간
설정의
자율성

입찰 평가의
자율성

임대료
산정방식의
자율성

▪ 3+2 계약형태가 (초기계약 3년, 2년
연장 가능 옵션) 유일함

▪ 일괄적인 계약기간으로 인해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에 어려움 존재

▪ 초기 계약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자율적으로 설정

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더 오랜 계약을
원할 시, 3+2의 일괄적인 계약기간은
부담이 된다.

▪ 최고 임대료를 제안한 세입자에게
무조건 입찰

▪ 서울메트로가 Target으로 삼는 업종
및 업체의 적극 유치가 어려움

▪ “Preferred bidder” 시스템 존재
– 임대료 외에도, MTR이 원하는

조건을 (예. 특정 업종, 운영
경험 등) 갖춘 업체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서울메트로가 어떤 업종, 업체를
유치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최고가를
쓴 세입자에게 입찰해야 한다.

▪ 점포 매출 및 성과와 관계없이
정액의 임대료 지급

▪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 시, 업체의
Risk 최소화 어려움

▪ 매출 성과의 일정 %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수수료 방식 채택

▪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료가
조정되므로 업체 입장에서 Risk 
최소화 가능

매출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액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상가임대사업

▪ 서울시 조례의
제한으로 인해 MTR 
대비 독자적으로 업종
및 업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부족함

▪ 계약기간 설정, 
입찰업체 평가 및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서울메트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역내 상가임대사업 및
상가환경 개선이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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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수익성 분석

매출

비용

이익

▪ 승객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 (예.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SPA 의류 등)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과도한 상행위를 방지하고 역내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음
정성적
이익

▪ 비중 확대에 별다른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

2020

355

535

19

345

520

18

330

490

17

230
345

16

100
150

15

30 50

14

20 25

2013

4 6

Low

High

억 원
1

상가임대사업

50

14

20 25

2013

4 6

2020

355

535

19

345

520

18

330

490

17

230
345

16

100
150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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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매출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KRW, 억 원

Low 
case

High
case

세부 가정

▪ 非브랜드 점포 면적: 2013년 10,000m2에서
2015년 21,000m2으로 증가 (복합상가 및
대형상가 계약 해지)

▪ 계약만료 비율: 2013년 5%에서
2017년까지 100% 계약 만료

▪ 브랜드 점포 전환율: 40% 
(소상공인 보호 시)

▪ 브랜드 점포 평균 월 임대료/m2: 44만원

▪ 비브랜드 점포 평균 월 임대료/m2: 15만원

▪ 非브랜드 점포 면적: 2013년 10,000m2에서
2020년 21,000m2으로 증가 (복합상가 및
대형상가 계약 해지)

▪ 계약만료 비율: 2013년 5%에서
2017년까지 100% 계약 만료

▪ 브랜드 점포 전환율: 60% 
(소상공인 미보호 시)

▪ 브랜드 점포 평균 월 임대료/m2: 44만원

▪ 비브랜드 점포 평균 월 임대료/m2: 15만원

30
100

230

330 345 355

2020

535

19

520

18

490

17

345

16

150

15

50

14

20
25

2013

4 6

Low

High

매출 Projection

1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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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역사 구조 개선4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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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 네트워크 임대란 다수의 역사의 점포를 일괄 입찰하는 임대기법을 뜻함

▪ 편의점, 화장품, 커피전문점 등 점포수 경쟁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다수의 점포를 일괄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네트워크 임대단위가 확대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서울메트로내 편의점 및 화장품 점포의 네트워크 임대단위 규모는 평균 20개
수준으로, 서울메트로 전 역사 활용 시 최대 120개 / 도시철도공사와 협력 시 최대 250개
까지 임대단위 확대가 가능함

▪ 단, 다수 역사의 임대계약을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로 다른 계약 만료일자를
통일시켜야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현 점주와 계약 유지, 신규 점주와 단기
임대계약 체결, 공실 상태 유지 등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현 점주와 계약 유지: 현 운영중인 점포가 신규 네트워크 임대시까지 계속 운영하므로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없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함

– 신규 점주와 단기계약 체결: 기존 점주와 계약 유지가 실패할 경우, 액세서리, 의류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 않은 업종에 대해 단기계약을 체결함

– 공실 상태 유지: 위 두 방법이 모두 실패할 경우, 임대료 기회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면적을 공실상태로 유지한 뒤 추후 네트워크 임대에 활용함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2020년 기준 상가임대수익 약 160억 증대가 예상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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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2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현재 네트워크 임대 시, 약 10~2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발주
▪ 하지만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약 ~20%의 임대료 추가

상승 가능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 통합발주 가능 시기

– 화장품: 2013년 7월부터 가능
– 카페: 2015년 1월부터 가능
– 편의점: 2015년 7월부터 가능

▪ 임대료 상승 효과 (20% 상승)
– 화장품: 현 900만원 1,100만원
– 카페: 현 970만원 1,200만원
– 편의점: 현 980만원 1,200만원

160

70

2020

2015

임대단위 확대 시,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여지 존재

▪ 편의점, 카페, 화장품과 같이 대부분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입점한 업종의 경우, 임대단위 확대
– 서울메트로 전 역사 통합발주 시, 최대

12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발주 시, 최대

25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단, 잡화, 의류, 제과 등은 전 역사 통합 발주 시

Tenant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적
역사에 한해 임대단위 확대

많은 업체들이 “점포 수 1위”를
목표로 삼고 담당부서를 소위
“압박”하고 있다.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업체들은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따내려 할 것이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업체들은 “지하철에만 가면 우리
브랜드를 볼 수 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의 효과를 매우 중시한다. 
임대단위 확대 시, 이 같은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임대단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브랜드별 네트워크
임대단위 현황
점포 수

14

53

22

20

15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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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개 정도의 네트워크 임대 단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임대단가 상승이 기대됨

현재 네트워크 임대단위는 약 20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임대단위 확대 시, 협상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함

브랜드별 네트워크 임대단위 현황
점포 수

2

20

22

53

14

15

많은 업체들이 “점포 수 1위”를 목표로
삼고 담당부서를 소위 “압박”하고 있다.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업체들은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따내려 할 것이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업체들은 “지하철에만 가면 우리
브랜드를 볼 수 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의 효과를 매우 중시한다. 
임대단위 확대 시, 이 같은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임대단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 임대단위 확대 시, 추가적인 협상력 강화
가능

▪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임대단가 상승 및
유리한 조건으로 (예. 매출연동+최소보장금
설정) 계약 가능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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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페, 화장품 등 역사에 공통적으로 입점한 업종은 서울메트로 전
역사 및 도시철도공사와 통합발주까지 고려할 수 있음

편의점, 카페, 화장품 점포는 거의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입점하고 있음

2

업종별 입점 역사 수
개, 서울메트로 전체 역사:120개

1013

38

53

63

84
9295

이동통신꽃/선물잡화의류제과카페화장품편의점

▪ 편의점, 화장품, 카페와 같이
70% 이상 역사에 입점한
업종은 임대단위를 확대해도
입찰 업체 확보에 차질 없음

– 서울메트로 전 역사로
통합발주 시, 최대
120개로 확대 가능

–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발주 시, 최대 250여
개로 확대 가능

▪ 잡화, 의류, 제과 등은 전 역사
임대 시, Tenant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적
역사에 한하여 임대단위 확대
(예. 의류는 A급 역사 20개로
발주)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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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위 확대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점포별로
서로 다른 계약 만료일자를 통일시켜야 함

점포별로 계약만료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통합발주가 어려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약만료일자를 통일시킨 후
통합발주를 진행할 수 있음

2

역사 점포별 잔여 계약기간 (편의점 사례)

2013 2014 2015 2016

녹번

네트워크 (세븐일레븐)

선릉

남부터미널

옥수

네트워크 (세븐일레븐)

수서

잠실나루

홍제

종각

충무로

시청

네트워크 (미니스톱)

신사

을지로입구

기존
점주와
계약연장

신규
점주에
단기임대

공실
상태로
유지

우
선

순
위

높
음

▪ 기존 점포와 재계약을 통해
통합발주 시점까지만 기간 연장

▪ 점포 입장에서 별다른 자본 투자
없이 운영을 지속하므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음

▪ 기존 점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시, 
신규 임대 발주를 진행하되
통합발주 시점까지로 계약기간
제한

▪ 잡화, 의류와 같이 별다른
설비투자 필요 없이 입점 가능한
업종에 단기임대 가능

▪ 기존 점주와의 계약연장 및 신규
단기임대가 모두 실패할 경우, 
기회손실을 감수하고 공실 유지

▪ 통합발주를 위한 공실유지 시, KPI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회손실 성과평가에 미반영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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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매출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162

2019

157

18

153

17

149

16

93

2015

68

편의점

화장품

카페

KRW, 억 원

편의점

화장품

카페

세부 가정

▪ 2015년 7월부터 120개 역사에 통합발주
▪ 월 평균 임대료 현재 9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 (=20%2 증가)
– 기존 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98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48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모든 업종) 임대료

370만원

▪ 2013년 7월부터 120개 역사에 통합발주
▪ 월 평균 임대료 현재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가 (=20%2 증가)
– 기존 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90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76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모든 업종) 임대료

370만원

▪ 2015년 1월부터 60개 역사에 통합발주
▪ 월 평균 임대료 현재 9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 (=20%2 증가)
– 기존 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97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모든 업종) 임대료

370만원

1 전문가 인터뷰
2 물가상승률 3% 적용

매출 Projection1

2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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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역사 구조 개선4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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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 현재 서울메트로는 역내 입점한 점포의 매출액 수준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외부업체를 활용해 임대료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감정평가 업체는 지상상권의 임대료 수준, 역내 인근 점포의 임대료 수준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
및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함

– 하지만 지상상권과 역내상권의 활성화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존재하며 (예. 환승역), 역내
인근 점포의 임대료가 잘못 산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점포들이 일부 존재함

– 환승역사: 동작역은 환승역으로 지상상권 대비 역내상권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음. 하지만
감정평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타 역 대비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음

– 승객급증역사: 신사역의 경우 최근 가로수길 상권의 급성장으로 인해 역내 유동인구가
급증하였지만 감정평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음

– 신규입점업종: 초기 화장품전문점의 경우 타 업종 대비 매출 창출력이 막강하지만, 역내 인근
점포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매우 낮은 임대료로 운영한 과거가 있음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포 매출액을 상시 파악하여 해당 Data를 감정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임대료를
현실화하여야 함

– POS 시스템 구축: 고유의 POS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점포와 재계약 시 해당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항을 삽입함

– 그 외 직접관찰을 통한 구매객 및 구매액 파악을 통한 개략적 예측 등의 단기적 방법 활용이 가능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시, 2020년 기준 약 45억~105억의 이익증대 효과가 기대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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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3

아이디어 배경

▪ 임대료가 최적화되지 않은 역사 및 점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환승 역사: 역사 내부 환승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으로 인해

지상상권 임대료를 참고하기 어려움
– 승객 급증 역사: 과거 임대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음
– 신규 입점 업종: 과거 화장품 업종 신규 입점 시, 매출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 체결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 브랜드점포 총 임대수익: 244억
▪ 2015년 계약만료 점포 비율: 90%
▪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임대료 상승률: 

17~39%

45

10

2020 105

2015 30

매출 대비 적은 임대료를 내는 일부 점포가 존재함 (예시적)

편의점 점포별 연
임대료, 억원

편의점 점포별 연
매출액, 억원

25

21

19

22

5

6금호 0.1

동작 0.2

서초 1.0

서울역 1.3

강남역 1.5

잠실 1.9

4.0

1.8

4.5

7.0

7.0

7.2

임대료 비중
퍼센트

아이디어 소개

▪ 단기적으로 전 역사의 브랜드 점포에 한해
매출수준을 파악하여 재계약 시 반영
– 직접 관찰: 전 역사의 주요 점포의 방문객

수, 구매객 수, 평균 구매금액을 관찰
– 매출 공유형 임대료 계약: 새로 입점하는

업종의 경우 사전 매출수준 관찰/예측이
어려우므로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함

▪ 장기적으로 각 점포와 재계약 시 가맹점과
본사간 판매내역 DB를 공유할 것을 계약에
포함함

상가임대사업



| 59

각 역사 및 업종 별 매출액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출액 대비 임대료가
매우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3

편의점 점포별
연간 임대료
억원

편의점 점포별
연간 매출액
억원

금호 0.1

동작 0.2

서초 1.0

서울역 1.3

강남역 1.5

잠실 1.9

4.0

3.5

4.5

7.0

7.0

8.0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
퍼센트

25

21

19

22

5

3

환승역사

▪ 환승역사는 역사 내 유동인구는
매우 많은 반면 역사 외부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짐

▪ 이로 인해 지상 상권 임대료
참고가 어려우므로 임대료가
매출 수준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음

승객
급증
역사

신규
입점
업종

▪ 주변 상권의 갑작스런 성장으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예. 가로수길-신사역)

▪ 이용객 급증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과거 임대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음

▪ 과거 화장품 업종 신규 입점 시, 
매출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
체결

▪ 하지만 역내 점포의 매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계약 시 임대단가의 대폭적
상승이 기대됨

역사 및 업종별 매출액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시, 향후 임대료 최적화가 불가능함매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임대료를 내는 점포들이 존재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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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찰을 통해 기존 점포의 매출 수준을 예측하거나 매출 공유형
임대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료 현실화가 가능함

파악한 매출액 수준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함매출액 파악 방법

예시적

3

직접
관찰

▪ 역무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직접 특정 점포의
구매객 수 및 사용금액을
관찰

▪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역사
및 업종의 점포 매출액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단, 추측한 매출액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매출
공유형
임대료
계약

▪ 새롭게 입점하는 업종의 경우
(예. 슈퍼마켓, SPA 브랜드) 
사전 매출액 수준 파악이
어려움

▪ 고정 임대료 징수방식이
아닌, 매출의 일정 %를
징수하는 형태의 임대료
계약을 통해 터무니 없이
낮은 임대료가 설정되는 것을
방지함

▪ 단, 이 경우 최소보장금을
설정해 매출이 매우 낮아
충분한 임대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함

0

1

2

3

4

5

6

7

8

KJIHG…EDCBA

역사/업종별 매출 수준 파악을 통한 임대료 증대 효과 예시
억원

조정 임대료

기존 임대료

점포 매출

임대료 증가분

▪ 매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과거
저평가되었던
임대료를 현실화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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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정확한 매출액 파악을 위해서는 복수의 Data point를 확보한 뒤
서로간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하나의 Data point만을 활용할 경우, 정확한 매출 예측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편의점 예시)

3

선릉역
상가 13호

사당역
상가 41호

동작역
상가 2호

방법1. 
편의점 점포 출점 담당
인터뷰

방법2.
매장 탐문조사

방법3.
업계 평균 임대료비중 활용

12.7

5.3
7.3

11.0

4.4
6.6

0.9

3.83.6

연간 매출액 예측치, 억원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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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측한 수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역사 점포별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음

매출 추정 방법론

3

코레일
직영점포
매출정보 공유

고객수 및
구매금액
관찰/서베이

재계약 시
매출데이터
공유조항 포함

대표 역사를
대상으로
점포 직영

▪ 코레일은 Storyway라는 편의점 브랜드를 직접 운영
▪ 코레일과의 협조를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준, 점포가 입점한 역사의

이용객 수, 점포의 입지 정보를 공유
▪ 코레일 Data와 비교를 통해 서울메트로 입점 점포들의 매출 추정

가능 (특히 편의점)

▪ 역무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직접 특정 점포의 구매객 수 및
구매금액 조사
– 역사 이용객 수, 평일 및 주말 등을 기준으로 대표 역사를

선정해 구매객 수 조사
– 구매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평균 구매금액 파악

▪ 재계약 시, 본사와 점포간 공유하는 매출 Data를 서울메트로와도
공유하는 조항을 삽입함

▪ 임차인 대비 서울메트로의 협상력이 강하므로 해당 조항 삽입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소수의 대표 역사를 선정하여 직접 점포 운영
– 업종: 카페, 베이커리 등 필요 역량 수준이 낮은 업종
– 직영 방식: Franchisee 형식으로 운영 시 직영 용이함

▪ 해당 점포의 매출 성과를 바탕으로 타 브랜드 점포 매출 수준 예측
가능

▪ 복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점포 매출
수준에 대한 다양한 Data 
point 확보

– 단기적으로 코레일
매출정보 공유 및
고객수 관찰/서베이
진행

– 장기적으로 재계약을
통한 매출 정보공유 및
점포직영

▪ 수집한 Data간 Cross-
check를 통해 점포의
매출액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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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 수익성 분석

매출

비용

이익

1.21.21.21.21.21.21.2

202019181716152014

▪ 특별한 정성적 이익 없음
정성적
이익

KRW, 억 원

3
상가임대사업

2020

44

104

19

39

99

18

39

99

17

34

84

16

24
54

15

9 29

2014

4 9

40

2020

45

105

19

40

100

18

100

17

35

85

16

25
55

15

10 30

2014

5 10

Low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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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 매출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매출 Projection

KRW, 억 원

Low 
case

High
case

세부 가정

▪ 법인사업자 임대수익: 2013년 244억에서
2020년 630억까지 증가

▪ 계약만료 비율: 2013년 10%, 2014년 30%, 
2015년 90%, 2016년 이후 100%

▪ 매출수준 파악을 통한 임대료 상승률: 16.5%
– 편의점 매출 수준1: 상위20% 일 200만원 / 

중위 60% 일 120만원 / 하위 20% 일
40만원

– 매출 수준의 약 25%를 임대료로 징수
– 세븐일레븐과의 네트워크 임대계약에

(2011.08) 적용할 경우, 약 16.5%의
임대료 상승 효과 존재

▪ 법인사업자 임대수익: 2013년 244억에서
2020년 820억까지 증가

▪ 계약만료 비율: 2013년 10%, 2014년 30%, 
2015년 90%, 2016년 이후 100%

▪ 매출수준 파악을 통한 임대료 상승률: 39%
– 편의점 매출 수준1: 상위20% 일 200만원 / 

중위 60% 일 120만원 / 하위 20% 일
40만원 (차후 정확한 수치 확인 필요)

– 매출 수준의 약 25%를 임대료로 징수
– 미니스톱과의 네트워크 임대계약에

(2012.05) 적용할 경우, 약 39%의 임대료
상승 효과 존재

35

5

2020

45

105

19

40

100

18

40

100

17

85

16

25

55

15

10

30

2014

10

Low

High

1 과거 세븐일레븐 역내 점포 출점/관리 담당 인터뷰

3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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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 비용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KRW, 억 원

인건비

세부 가정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각 점포의 구매객
수 및 평균 구매비용 관찰

▪ 아르바이트생 임금 5,000원/시간

▪ 총 6,480시간 필요

– 총 120개 역사마다 3개의 점포를 관찰

– 각 점포당 2일 (주중 1일, 주말 1일) 
관찰

– 관찰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진행

▪ 위 관찰을 매년 2회씩 진행

1.21.21.21.21.21.21.2

19 2020181716152014

비용 Projection

3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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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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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구조 개선
▪ 현재 역사의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포 매출액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음
▪ 효율적인 역사 구조 구축을 위해 다음의 개선안 실행 가능

–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동선 설계
– 목적지가 되는 공간을 Dead zone에 배치해 추가 동선을 창출
– 상업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간 설계
– Traffic이 집중되는 공간에 기능실 대신 상업시설을 배치
– 쉼터, 독서실 등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비교적 덜 복잡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배치
– 역사별 유입 고객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상가 선정 및 배치
– 기존의＂낮은 품질/저가 쇼핑" 이미지를 탈피한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 제공

▪ 또한 향후 신규 역사 개설 시, 지하철 양 공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프로세스 구축
– 현재는 지하철 양 공사의 의견 없이 서울시에서 모든 역사 구조를 디자인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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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역사 구조개선

▪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과 소비자
행동 특성 및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 특히, 지하철의 운송수단으로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역사 설계가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역사 설계 시 상업적인 측면 (상가
및 광고 배치 등) 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음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신설되는 역사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설계 개선안의
권고가 필요함

현재 역사 도면 파악 및 현장 답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원칙들이
도출되며, 이를 신설역사 설계 시 적용 및 기존역사에도 부분적인 적
용을 고려할 수 있음

4

역사를 설계할 때, 상가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는다. 운영사가 건설된 역사를 맡은
후에야 자투리 공간에 상가를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1~4호선 대비 5~8호선 역사 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내역은 없다.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송수단으로서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간의 균형 유지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공간별 특성에 맞는 시설배치로 공간가치
극대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 역사별 이용고객의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필요한 품목을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게 함

▪ 승객의 상업시설/편의공간/기계시설 각각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공간
가치를 극대화

▪ 지하철 역사 내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낭비가 없도록 승객 동선 및 가시성을
고려한 설계 필요

▪ 모든 공간 설계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관련 본연의 목적 달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1

2

3

4

원칙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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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간 설계의 대원칙 및 실행방안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과 다른 특징이 있어,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4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의 특징

▪ 유입 인구
– 유입 인구 구성 (성별, 연령 등) 

에 대한 통제력 없음. 역사 위치
및 노선에 따라 결정됨

– 고소득층 비중 낮음
–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비중이 매우 높음 (출퇴근 등)
– 대부분 지하철 승차가 주

목적이고 시간에 민감함
– 방문 이후 지하철, 버스, 도보

등으로 이동해야 함

▪ 물리적 환경
– 쇼핑 환경에 제약이 있음 (넓이, 

층고, 조명, 환기 등)
– 역 진입로, 개찰구, 층간

이동통로에 의해 이동 경로가
결정됨

– 역사 주변에 상권이 발달됨

▪ 제 1원칙으로 모든 방안 실행 시 고려

▪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동선 설계
▪ 목적지가 되는 공간을 Dead zone에 배치해 추가동선 창출
▪ 상업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간 설계

▪ Traffic이 집중되는 공간에 기능실 대신 상업시설을 배치
▪ 쉼터, 독서실 등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비교적 덜

복잡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배치

▪ 역사별 유입 고객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상가 선정 및 배치

▪ 기존의＂낮은 품질/저가 쇼핑" 이미지를 탈피한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 제공

1

2

3

4

운송수단으로서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간의 균형 유지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공간별 특성에 맞는 시설배치로 공간가치 극대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a
b

d
e

f

g

c

상가임대사업



| 70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점포를 (예. SPA의류브랜드, 슈퍼마켓 등) 
Dead zone에 유치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음

승객이 다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에
목적지가 되는 점포를 배치할 경우…

… 새로운 동선을 창출해 해당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화장실 외에 새롭게 동선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음

▪ 향후 SPA브랜드, 슈퍼마켓, 각종 승객편의서비스를 (예. 구두수선, 애완견보호
등) 적극 유치해 비활성공간에 배치하여 새로운 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

Hot zone

1번, 9번 출구 방향에
홍익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음

Dead zone

2번, 8번 출구 밖에는
별다른 목적지가 없어
유동인구가 없음

▪ 목적지가 되는 시설/점포
입지 (예. SPA브랜드, 
슈퍼마켓, 화장실 등)

▪ 해당 목적지에 가기 위해
추가적인 동선 창출

과거 승객동선
신규 승객동선

서울메트로 사례

4b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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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고려, 혹은 기존 시설물 디자인 및 위치 변경으로 핵심 공간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음

고속터미널역, 홍대입구역 사례

상가
안내표지판

통행로 중앙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
점포를 보기가 어려움

안내표지판 디자인 변경을 통해 승객편의와 가시성 확보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음

주변지역 안내도1 2

현재
안내
표시판

개선된
안내
표시판

안내
표지판을
원통 형태로
개선할 경우,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가시성
확보에 용이

판 형태로
되어있어
통로
반대편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떨어짐

상가 안내표지판

4c
서울메트로 사례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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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점에서 상업 시설 배치를 고려함으로써 유동인구 집중 공간에
상가시설 확대가 가능함

유동인구 집중공간을 기능실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상가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유동인구 집중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설계되어 있지 않음

금호역 사례홍대입구역 사례

유동인구
집중공간

승객 동선

홍대입구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이지만 이미 환기실이 점유하고 있음

환기실

승객 동선

유동인구
집중공간

사방형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방치되고 있음

4d
서울메트로 사례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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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 시설을 (예. 물품보관함, 독서공간 등) 비핵심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상업핵심공간 활용 가능 면적을 넓힐 수 있음

유동인구
집중공간

역삼역 사례 금호역 사례

▪ 8개의 출입구 중 4개의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Hot spot

▪ 막대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보관함으로
활용되고 있음

▪ 4개의 출입구 중 2개의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Hot spot

▪ 막대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쉼터/독서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4e

서울메트로 사례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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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구매결정 원인 및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업종을 판단해 상업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음

편의점
간식류

(빵, 커피)
저가의복
(옷, 신발)

저가
패션 잡화

휴대폰
액세서리 휴대폰 렌즈/안경 저가

화장품 약국 장난감

브랜드간 차별점이 불명확해
비교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것

오감을 (특히 시각 및 후각)
자극하는 것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

남녀노소 다양한 유동 인구가
구매할 수 있는 것

일상에 없으면 불편한 것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지상 상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것

출근/등교 후 및 귀가 후 주로
사용하는 것

점포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되는
것 (특히 Depth)

기존 예시적 신규

예시적
4f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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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광고 사업 ▪ 광고주 다각화5

▪ 역사 구조 개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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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다각화 및 다양한 광고 상품 개발

▪ 현재 지하철 역내/전동차내 광고는 수익성이 낮은 광고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광고수익의 지속적
저하 및 미관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이 메이저사 광고가 유치 시 역 내 미관개선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메이저 광고 가격이 기존 광고주 대비 최대 3배까지 높음에 따라 광고수익 기여 효과도 큼
– 하지만 메이저 광고주 인터뷰 결과, 성형외과 등 중소기업의 광고가 역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지하철

광고의 매력도가 감소하여 메이저 광고주가 점차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광고상품/기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광고주들도 광고효과가 더 큰 상품을 원할 경우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광고관련 규제, 매체사1와의 계약구조, 매체사의 영업역량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메이저 광고주 유치
확대가 어려움
–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광고포맷, 광고내용, 광고크기에 제약이 존재해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광고를

판매하기 어려움
– 현재 매체사와 운영사간 계약구조 상, 매체사가 메이저 광고주 영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 정량적이며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영업이 필요하나, 현 매체사는 인간관계 중심의 영업에 그침

▪ 서울메트로는 규제 완화, 매체사 계약구조 개선, 영업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20년 기준 광고이익
330~480억 원 증대가 예상됨
– 규제 완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광고규제 철폐
– 매체사 계약구조 개선: 단기적으로 3호선 시범운영 중인 매체사 운영방식을 전 노선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역량을 갖춘 단일 매체사/대행사를 활용해 광고영업 위탁
– 영업역량 강화: 광고효과 DB 구축을 통한 매체사 영업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논리적/정량적 마케팅 포인트

구축 후 매체사와 공유

1 광고주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하는 광고 대행사를 뜻함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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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사 계약구조 개선 및 디자인 규제 완화를 통한 광고주 다각화
및 다양한 광고 상품 개발

▪ 주요 역사의 역내광고 매출액: 280억
▪ 메이저 광고주의 프로모션 광고 적용 비율

– 승강장: 0%, 계단: 80%, 대합실: 30%
▪ 광고단가 상승률: 100~200%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5
High

Low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현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처 성과관리체계 및 매체사 계약체계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광고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음
▪ 중소기업 광고(예. 성형외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광고 수준 저하로 인해 메이저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욱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 반복

▪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창의적 광고 포맷을 활용한
대형 광고주 광고가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향상한다고 응답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2020 330 480

2015 55 70

대기업

중소
기업

25~30

70~75 중소기업 광고가 늘고, 그로
인해 대형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 광고가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지하철
광고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

-복수의 대형 광고주

▪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 완화

▪ 매체사 계약구조의 단기적 개선
– 특정 매체를 다수의 매체사가 경쟁 판매
– 표준가격 산정을 통한 가격 신뢰도 회복
– 질 낮은 광고에 대한 Quality control
– 매체시설 개선 투자 및 업무를 매체사로부터

메트로로 이관
▪ 매체사 계약구조의 장기적 개선

– 대형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를 활용해 1매체
1매체사 구조로 전환

– 입찰을 통한 변동가격제로 전환
– 신규 첨단 매체 발굴 및 도입

장기적으로 메이저 광고비중을 늘리지 않을 시, 광고사업 성장이 어려움

1~4호선 광고주 비중
%, 2013

기업이 지하철 광고를 점점 더
꺼리게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소위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형 광고주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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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광고 비중 하락에 따른 지하철 역내 광고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메이저
광고 이탈의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광고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

지하철 광고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

현재의 낮은 메이저 광고비중이 지속될 시...

1 현대자동차, KT, SKT 옥외광고 담당자

5

1~4호선 광고주 비중
퍼센트, 2013

▪ 각 광고의 주목도가 낮음
▪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해

미관을 해침

▪ 광고면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주목도가 높음

▪ 디자인이 세련되어 미관
개선 효과가 큼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점점
더 꺼리게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소위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형 광고주1

광고주들이 계속 광고예산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매력도가
낮은 지하철 광고가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다.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1

중소기업 광고가 늘고, 그로 인해
대형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 광고가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지하철 광고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1

대기업

중소
기업

25~30

70~75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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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 및 이벤트 개최 시, 지하철 광고를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수요는 존재하지만…

메이저 광고주들은 지하철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잠재수요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5

브랜드
광고

신제품/ 
이벤트
광고

▪ 기업명 및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
▪ 매체에 대한 인지도 및 매체환경이

중요하므로 지하철을 통한 광고 의사 부족

브랜드광고는 주로 TV, 신문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옥외광고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복수의 대형 광고주

▪ 신제품 출시, 이벤트 개최 시 단기적인
인지도 구축을 위한 광고

▪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하철을 통한
광고 의사가 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한 지하철
프로모션 광고에 분명 니즈가 있다.

-복수의 대형 광고주

광고위치 및
포맷 제한
존재

매체시설의
낮은 질

광고관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낮은
Quality의
광고 존재

광고효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족

▪ 광고 위치 및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여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광고 진행에
제약이 존재함

▪ 광고매체 시설이 기술적 / 미관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디지털 광고매체의 부족
–일부 낮은 수준의 조명광고 시설

▪ 광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
광고에 대한 신뢰도 저하

–광고가격 변동성이 커 가격 신뢰도 낮음
–광고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음

▪ 소규모 업체의 낮은 수준의 디자인의 광고가
역내 존재함에 따라 전체적인 지하철 광고
이미지 훼손

▪ 광고주 입장에서 지하철 광고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광고효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필요

▪ 하지만 현 매체사들은 관계에 기반한
비논리적 영업방식에 치중해 있음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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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완화,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및 논리적 영업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함

광고위치 및
포맷 제한 존재

매체시설의
낮은 질

광고관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낮은 Quality의
광고 존재

광고효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족

제약요인 근인 해결 방향성

과도한
디자인
규제

매체사
운영방식

영업역량
부족

▪ 공익성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광고
자율성 훼손

▪ 주요 업무를 매체사의 자율에
맡기는 위탁 운영방식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 및 개선이
어려움
– 대규모 사업 역량이 부족한

매체사가 독점 운영하여
장기적 광고개선 Plan 미비

– 일정기간 후 위탁운영
매체사가 바뀌기 때문에
매체사의 장기투자 부족

– 매출 극대화를 위해 저질의
광고 또한 제한 없이 진행

– 매체사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으로 변동성 증대

▪ 관계에 의존한 비논리적
영업방식

▪ 정량적 영업 근거 구축 노력
없음

디자인
규제 완화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논리적
영업역량
개발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규제 완화
유도

▪ 주요 업무 광고팀 이관 및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 매체사별 매체 배분 방식

단/장기적 개선
– 매체시설 개선 투자 업무

광고팀 주도
– 광고 Quality control 도입
– 단기적으로 표준가격제

도입

▪ 광고효과 DB 구축
▪ 광고 컨설팅을 통해 신규

포맷의 광고 영업을 위한
양식 개발

상세논의5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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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자인 규제 완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주요 근거로 활용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해야함

5

대기업
프로모션
광고가 미관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

대기업
프로모션
광고가
가시성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

개선하지 않는다

6

개선한다
94

똑같다

10

개선한다

개선하지
않는다

16

74

일정

서울메트로
참여방식

주요
건의사항

▪ 2013년 6월~ 2013년 12월까지
외주용역을 바탕으로 진행

▪ 문화디자인본부 주관 하에
개정작업 주요 Milestone 마다
유관조직을 초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임

▪ 서울메트로는 해당 공청회마다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시 컨설팅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광고 가능위치 추가 확보
(예. 계단/에스컬레이터 옆면, 
기둥, 환승통로 등)

▪ 사용가능 광고매체의 다양성에
대한 허가 (예. 디지털 LCD 등)

▪ 광고간 이격 거리 감소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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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사 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함5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방향성

현 운영방식 (1, 2, 4호선) 단기적 개선 (3호선 시범운영) 장기적 개선 방향성

▪ 노선별 역내 매체를 나누어 특정
매체사에게 독점 제공

▪ 대규모 광고사업운영 역량을
갖춘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율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함

▪ 매체사가 독자적으로 가격 결정
– 가격 변동성이 높아져

광고주의 지하철 광고
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 발생

▪ 매체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광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매

▪ 서울메트로 또한 독자적인
Quality control 노력 없음

▪ 매체사가 자율적으로 매체시설을
개선하는 구조

▪ 하지만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매체사의 장기적인 시설투자
없음

▪ 특정 매체를 다수의 매체사가
경쟁하여 판매하도록 변경

▪ 단, 다자간 경쟁으로 인해 역 및
호선별 통합기획 부분에서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대규모 광고사업운영 역량을
갖춘 매체사 (예. JC Decaux) 
확보가 가능하거나, 광고대행사
(예.제일기획) 사업 참여의사
존재 시, 1매체 1매체사 구조로
전환

▪ 서울메트로가 매체별
표준가격을 산정하여 정액으로
판매

▪ 지하철 광고의 매력도 상승을
통해 광고주간 광고 경쟁이
격화될 시, 입찰을 통한
변동가격제로 전환하여 수익
극대화

▪ 매체시설 개선 업무를
서울메트로 광고팀으로 이관

▪ 일정 수준 미만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매체 개선 (예. 조명광고) 및
디지털 광고매체 도입

▪ 신규 첨단 광고매체 발굴 및 도입
– 예. 홍콩 MTR은 Digital 

Crown Bank라는 독자적인
광고매체를 도입해 역내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함

▪ 일부 광고수익 손실을 감수하고
디자인 및 광고내용 측면에서
질이 낮은 광고 제한

▪ 광고 제한의 기준을 더욱 높여
지하철 광고의 이미지 지속 개선

매체시설
개선 투자

매체의
매체사
배분방식

가격산정
방식

광고
Quality 
control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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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분석

매출

비용1

이익

555555

2020191817162015

▪ 역내 미관 개선 효과
▪ 역내 가시성 개선 효과

정성적
이익

1 설비투자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10년간 배분함

억 원
5

광고사업

2020

330

480

19

300

395

18

270
350

17

160

210

16

100
125

2015

55 70

2020

335

485

19

305

400

18

275
355

17

170

215

16

105
130

2015

60 75

Low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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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매출 Projection

KRW, 억 원
메이저
광고주
유치

세부 가정

▪ 전체 광고수익: 500억
▪ 역내 광고 비중: 70%
▪ 주요 역사의 (상위 30%) 수익 비중: 80%
▪ 역내 위치별 수익 비중

– 승강장: 10%
– 계단/에스컬레이터: 20%
– 대합실: 70%

▪ 대기업 프로모션 광고 유치 비율
– 승강장: 0%
– 계단/에스컬레이터: 80%
– 대합실: 30%

▪ 광고단가 상승률: 200%

2020

335

485

19

305

400

18

275

355

17

170

215

16

105

130

2015

60

75

5
광고사업

Low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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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KRW, 억 원
디지털
매체
설치비용

세부 가정

▪ 상위 30%의 역사에만 설치함 (36개 역사)
▪ 각 역사 당 50개의 광고 Spot에 디지털

매체 설치

– 계단/에스컬레이터 옆면: 평균 4개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존재하며, 각각
10개의 매체 설치

– 대합실: 10개의 매체 설치

▪ 하나의 광고 Spot에 디지털 매체
설치비용 300만원

▪ 감가상각비는 10년에 걸쳐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함

5 5 5 5 5 5

2020191817162015

감가상각비 기준 지출

비용 Projection (CAPEX)

5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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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행주체 구조 및 역할

부대사업처 (광고팀)

광고
팀장

▪ 매체사 계약구조
개선 업무 진행

▪ 매체사 영업역량
개선을 위한
광고컨설팅
외주용역 진행

▪ 對승객 설문조사
진행

▪ 2명 증원 필요

실행 주체 역할 주요 KPI (2014)

▪ 광고팀 공통 ▪ N/A ▪ 2012년 대비
광고수익 100억
증대

▪ 메이저 광고주 비중
현 25~30%에서
40% 수준으로 증대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기준
모두) 

▪ 면적당 임대단가
15%이상 증대
(=총 광고수익 /     
총 광고면적

광고
기획
(4명)

광고
운영
(5명)

광고
관리
(5명)

▪ 역내 광고효과
DB 구축을 위한
외주용역 진행

▪ 1명 증원 필요

▪ 디지털 광고매체
도입

▪ 지속적 매체환경
개선

▪ 1명 증원 필요

▪ (공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참여
▪ (공통) 
광고매체
기획 등을
위한
전문계약직
1명 필요

▪업무총괄

5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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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구매방식
개선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조직/운영
효율화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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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에 따른 시간대별 탄력적 인력운영

▪ 지하철 운영이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함
– 승무분야(기관사): 새벽 1시 막차 운행 종료 후부터 새벽 6시 첫차 운행 시작 전까지 운전업무 없음
– 역무분야: 새벽 1시 막차 운행 종료 후부터 새벽 6시 첫차 운행 시작 전까지 역내 승객 없으므로 CS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가 없음
– 기술분야1:  일부 부서는 (예. 궤도 유지보수) 열차 운행이 종료된 후 업무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며, 

일부 부서는 (예. 개찰구 유지보수) 열차가 운행하는 주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임

▪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위 세 분야에 24시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직원의 라이프스타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업무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도 Peak time을 기준으로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 실제 필요인원 대비 더

많은 정원이 필요함
– 24시간 업무 유지를 위해 오후 6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변동적인 출근시간 (주간조: 오전9시 / 야간조: 오후6시) 및 15시간 근무 등 직원의 건강 및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해침

▪ 각 분야별 시간대 업무량에 맞춰 인원을 투입할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직원의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 및 근무환경 제공이 가능해짐

▪ 단, 노사합의를 위해 정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다양한 형태로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1 전동차, 선로 등 지하철 운행과 관계된 설비/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 담당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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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메트로 직원 중 약 5천 여명은 ‘3조 2교대’라는 근무 형태를 따르고 있음. 
이는 직원이 3개조로 나뉘어 야근조는 15시간 근무 33시간 휴무를 번갈아 하고, 
주간조는 9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임

▪ 이는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메트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간대 별
업무량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함. 또한 15시간 연속 근무 및 잦은 생활
시간대 변화 등 근무 환경 저하 요소를 갖고 있음

▪ 3조 3 Shift 제도를 변형한 4조 3 Shift 제도 도입을 통해 (1) 시간대별 업무량에
맞는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2) 연속 근무 시간 감소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음

▪ 인력 수 감축은 점진적으로 자연 퇴직 및 타 부서 배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잔존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임금의 유지/개선 하에
전체 인력 생산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들도 존재함
– 야간 전문조 개발: 야간 근무만 전담하는 조를 편성해 다른 조직원들은

주간에만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싱가폴 사례)
– 조 변경 주기 확대: 현재 1~2주 교대에서 1~2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해

잦은 근무 시간 변경 축소

▪ 현 구조상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실행이 어려운 바, 이러한 근무 여건 개선
아이디어 실행 및 효율성 개선 효과에 대해 노사간 공유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합의점 도출을 고려해야 함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인원 투입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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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인원 투입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역무

검수

기타

5,016

2,037

1,226

1,753

24211815129630

서울메트로와 싱가포르 SMRT와의 인력투입 현황 비교
분야별 3조2교대 인원
2013.03 시간대별 인력 투입 현황 비교

21 241815129630

▪ 서울메트로는 역무, 검수, 신호, 궤도, 통신 등 시간대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분야에도 24시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함

▪ 하지만 해외 운영사들은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을 투입함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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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시간대별로 주요 부서의 업무량의 변동이 큼

역무 (2,000명)

검수 (1,300명)

신호 (400명)

궤도 (300명)

주간(지하철 운영 시간) 업무 야간(지하철 미운영 시간) 업무 ▪ 지하철 운영/미운영 시간
간 업무량의 차이가 큼
– 역무: 업무량 주간

집중
– 그 외 기술부서: 

업무량 지하철 운영
종료 후 집중

▪ 역무실 모니터링
▪ 개찰구 근무 및 승객 안내
▪ 시설물 관리
▪ 발매기 마감
▪ 수입금 예치

부서 핵심업무1

▪ 역사 순찰
▪ 역사 셔터개방 및 자동기기 점검

예시적

▪ 도착점검
▪ 일상검사
▪ 차량 입/출고 관리

▪ 월상검사
▪ 일상검사 중 주간에 완료되지

못한 부분 추가검사

▪ 중앙 기계실 일일 점검 (3개
역사)

▪ 기지구내 점검
▪ 직원 실무교육 및 서류정리

▪ 선로전환기 일일점검 (전체
선로)

▪ 선로전환기 정기점검
▪ 분기부 일일점검
▪ 분기부 정기점검
▪ 취약개소 점검

▪ 역사 시설물/환기구 점검
▪ 토목공사 시 관리감독

(비정기적)
▪ 각종 사무업무 및 보고서 작성

▪ 전 궤도 (레일, 침목 등) 일일
육안점검

▪ 이상/고장 시 조치
▪ 중대 고장 발생 시 긴급보수

지하철 운영사의
업무량은 운행/미운행
시간간 차이가 매우
크므로 시간대별 투입
인원수가 달라진다.

- MTR, 도쿄메트로, 
SMRT 전문가 다수

시간대별 업무량이
다르고 24시간
동일인원이 투입되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인정한다.

- 양 공사 주요부서

1 각 부서 인터뷰 결과, 강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부서의 핵심 업무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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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 체계 (3조 2교대) 개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조 2조 3조

▪ 3조”: 3개 조로 동일한 인력이 분배되어 있음 (각 1/3) 
▪ “2교대”: 주간 근무 (9시~18시)와 야간 근무 (18시 ~ 9시)로 나뉘어 하루에 교대가 두 번 발생함
▪ 2 Shift: 근무 형태가 주간, 야간 두 개로 이루어짐
▪ 유급 휴일 주 1일: 개인은 1주에 하루 유급 휴일 사용 (인력 보충 없이 조원 들이 업무 부담을 나누어 맡음)
▪ 야근 수당: 22시 ~ 6시 사이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당 1.5배 임금 지급
▪ 무급 시간대: 취침 및 식사 시간 (2시 ~ 4시 30분; 12 ~ 1시; 19:30 ~ 20:30) 에는 임금 지급하지 않음
▪ 1~2주 마다 근무 시간대 변경: 주간 1주, 야간 2주 리듬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시간대 바뀜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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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인력투입 개선안 예시

투입 인력

시간

야간 조 (휴무 조) 주간 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야간 2조

야간 1조 오전 조 오후 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시간대별 업무량

시간대별 업무량

시간대별 투입 인력

시간대별 투입 인력

시간

투입 인력

현재
(3조
2 Shifts)

4조
3 Shifts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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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상황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예시 근무 개선안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

▪ 야간 집중 업무
부서로 야간 업무량이
주간 업무량 보다 2배
많음

▪ 업무 정원 인력은
90명

현재 변경 안 (예시적)

역무 ▪ 각 30명 씩 3조로 구성 ▪ 각 15명 씩 4조로 구성

근무 시간 대
(Shift)

▪ 주간 9시간
▪ 야간 15시간

▪ 오전 8시간 오후 8시간
▪ 야간 8시간

인력 투입 ▪ 주간, 야간 각 1개조 ▪ 오전, 오후 각 1개조
▪ 야간 2개 조

유급 휴일 ▪ 주 1일 ▪ 주 1일

근무 시간 ▪ 주 평균 48시간 ▪ 동일함

연속
근무시간

▪ 9시간, 15시간 ▪ 8시간

인당 임금 ▪ – ▪ 동일함

정원 ▪ 90명 ▪ 60명

총 임금 ▪ 90명 ▪ 60명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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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선호도에 따라 야간
조와 주간 조 (오전/오후)를
나누어 채용 및 운영함
(싱가폴 사례)
– 3조 3 Shift 형태

▪ 전문 야간조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1) 오전/오후
조와 야근 수당에 따른 임금
차이를 줄이고 (2) 인력 과다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근무 시간대 변경을 최소화
하고, 직원 선호도, 연령별
체력을 배려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예: 신규 채용은 야간조, 

40대 이상 직원은 주간조

운영 방법 및 기대 효과

전문 야간조 오전 조 오후 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시간

투입 인력

시간대별
업무량

시간대별
투입 인력

전문 야간조 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근무 여건 개선 방안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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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퇴직 및 신규채용을 통한 실인원 변동
FTE

910

1,050 900
8,090

9,150

2020 정원신사업
요구인력1

업무량에
따른 인력
투입

운영주체
최적화

현재 정원

인력 감축은 자연퇴직 혹은 철도 사업 등 타 부서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음

조직효율화 및 신사업을 통한 정원 변동
FTE

2,840
1,858

8,090

9,072

신규채용 2020 실인원자연퇴직현재 실인원

20~30대 직원
비중: 11%

20~30대 직원
비중: 30%

1 철도사업(운영 및 컨설팅): 700명, 지하아케이드(기획 및 유지/보수): 105명, 승객편의사업(기획 및 유지/보수): 95명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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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원 투입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시간대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메트로도 공감하고 있음

▪ 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주간위주/야간위주/변형일근
등 근무형태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간 지속적 논의 진행
(노사협의회, 임단협, 
노사합동워크샵 등)
▪ 하지만 직원들은 근로형태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
합의 추진 거부

▪ 직원과의 합의 도출

–정원감소 및 업무패턴
변화로 인해 시스템
변경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자연퇴직 및 신사업 재배치를 통해서만 실 인원을
조정하며 강제적인 인력감축 및 임금수준의 변화
없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

▪효율성 개선 효과를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함으로써 합의점 도출. 예: 

– 현 4.5시간의 휴식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 상승 지원

– 유급 휴일을 하루 확대해 약 40일의 정기휴일
증대

– 직원 근무 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

▪해외사례 벤치마킹: 도쿄메트로, SMRT 모두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

▪ 평균연령 상승 및 조직 활력
저하 방지

▪정원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2020년 기준 2~30대
인원 비중이 30%까지 상승할 전망임 (현재
10.5%)

▪ 안행부의 총액임금제도 관련
지침 수정

–1인당 임금상승폭을 제한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행부에 지침 변경
건의

– 인건비 총액을 10~20% 절감하기 위한 필요
조건임을 강조함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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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구매방식
개선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조직/운영
효율화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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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 운영사 관점에서 중요도가 낮거나 민간에서 더 높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외부이관이
가능함
– 중요도: 지하철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예. 승무, 관제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 전동차 유지보수, 궤도 유지보수) 운영사 내부에서 긴밀히 통제/처리해야 하는 업무
– 역량 보유주체: 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 혹은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경우

내부운영이 적합하며, 규모의 경제 혹은 민간의 최신기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운영이 적합함

▪ 역무 분야의 운영주체 최적화가 가능함
– 지하철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타 부서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과 관련성이 낮으며

민간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미 서울메트로는 일부 역사에 대한 외주 운영주체 최적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감소, 민원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반대로 관제설비 유지보수 및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업무는 내부 이관이 가능함
– 관제설비 유지보수: 관제설비는 전동차 운행에 결부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핵심 기능임
–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신호설비는 전동차의 출발/정차를 관장하는 핵심 기능임

▪ 단, 상기 개선안은 서울시의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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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통신 전부 내부인력 활용

▪ 사무분야 자연퇴직 인원: 180명
– 자연퇴직 인원 도출 시 정년연장

반영함
▪ 사무분야 중 역무 비중: 91%
▪ 평균 임금: 6,000만원
▪ 비용 절감율: 40~60%

주요 가정 (’15 기준)

55

2020 210 315

2015 85

신호 전부 내부인력 활용

아이디어 배경
▪ 역무와 같이 운행 안전성 및 운영사의 핵심역량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업무도 내부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음
▪ 내부인원 활용 대비 50% 가량 비용 절감 가능
▪ 8개 역사 사례 고려 시, 서비스 질 악화 사례가 없었음
▪ 해외 운영사들도 역무, 경정비 등에 대해 업무주체 최적화 실시

일본 지하철 운영사의 업무주체 현황

역무

검수

정비

전기

궤도

역무실 관리 제외

일부 경정비 제외

핵심설비 제외

선로 검수 제외

전부 내부인력 활용

내부인력 외주용역

일본 선도 지하철 운영사 업무 분담 현황

아이디어 소개
▪ 역무부문 자연퇴직 인원수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원의 반대를
최소화하며 정원 감축

▪ 업무주체 최적화 대상 부서 선정 기준
–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야 함
–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낮아야 함
– 문제 시 치명적인 사고 등 안전성과

연결되지 않아야 함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HighLow

7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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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의 외부역량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1 임직원 총계+ 아웃소싱
2 운영 및 PSD 관리 조건부위탁 (546명) 제외. 2013년 현재 청소용역 (1,453명), 설비유지보수 (214명), 시설물 관리 (150명), 전동차량 정비 (28명)
3 2013-14년에 걸쳐 청소영역 자회사화 시 아웃소싱 비중 5%로 감소

총 직원 3000명 이상
공기업명

아웃소싱 인원
명

아웃소싱 비중
%

2013

전체 인원1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서울메트로

▪ 한국철도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86%

▪ 65%

▪ 39%

▪ 28%

▪ 22%

▪ 16%5%3

▪ 14%

▪ 13%

▪ 11%

▪ 6%

▪ 6%

▪ 역무 등 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경정비, PSD
유지관리, 
차량기지 운전, 
철도장비 운영
등 기술분야도
아웃소싱
가능함

▪ 해외사들의
경우, 더욱
다양한 부문을
아웃소싱함

▪ 5,999

▪ 3,104

▪ 1,096

▪ 7,789

▪ 872

▪ 1,8502

▪ 4,850

▪ 1,226

▪ 1,135

▪ 324

▪ 312

▪ 6,943

▪ 4,980

▪ 2,799

▪ 27,427

▪ 4,026

▪ 11,026

▪ 33,852

▪ 9,480

▪ 10,733

▪ 5,115

▪ 5,148

7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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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주중인 관제설비, 신호설비 전원장치는 내부이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내부역량 활용 업무

현재 외주용역 업무

▪ 역무
▪ 검수 (경정비 중 일부 제외)
▪ 정비
▪ 전기 (지상부 급전선 제외)
▪ 신호 (신호설비 전원장치 제외)
▪ 궤도 (모터카 운영 제외)

▪ 청소
▪ 조명/콘센트
▪ 지상부 급전선
▪ 관제설비
▪ 정보시스템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 소방설비
▪ 네트워크/사무기기
▪ 냉방설비
▪ 신호설비 전원장치
▪ 차량기지 경비
▪ 전동차 도장 / 냉방기
▪ 차량사업소 시설관리
▪ PSD 유지보수
▪ 전동차 경정비
▪ 차량기지 구내운전
▪ 모터카/철도장비 운영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운
영

사
관

점
에

서
업

무
의

중
요

도

경쟁력 (=가격대비 서비스 질) 보유 조직

ㅣ
운

영
사

핵
심

역
량

운
영

사
非

핵
심

역
량

민간 무차별 운영사

내부역량 활용 필요

외부역량 활용 필요

▪ 현 외주용역의 내부이관 필요
– 단, 외부역량조달 및

내부역량 육성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됨

2 3 4 5 610 16

12
17

7 8 9
13 14

15 18 19
20 21 22 23

▪ 업무주체 최적화 필요
– 단, 서울시의 고용정책을

고려하여 합의 후 진행이
요구됨

12 1

11

7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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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이관 필요 용역업무 (1/3)

내부이관 필요성 평가

1 지하철 운영 및 안전과 다소 관련이 있으나, 외주용역 업체가 서울메트로 내부에 상주하므로 업무지연 등의 문제 발생 여지가 적어 외주용역 유지 가능

▪ 높음

▪ 낮음

내재화
우선순위

높음

지상부
급전선1

관제설비

신호설비
전원장치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모든 전동차
운행을 통제

▪ 관제설비에 대한
전문이해 및
소프트웨어 역량
필요

▪ 월 2회 점검 ▪ 프로그램 문제 발생
시 대량사고 발생
가능

▪ 전동차 운행과
직접 연관됨

▪ 전기시설 관련
전문성 필요

▪ 3개월에 1차례
정밀점검

▪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낮음

에스컬
레이터/
EV

차량사업
소
시설관리1

▪ 내부인력 교육 등을
통해 자격증 확보
후 투입 가능

▪ 차량 정비업무
지원

▪ 월 1~2회 점검 ▪ 열차지연과
간접적인 관련 있음

PSD
유지보수1

전동차
경정비

▪ 전동차 운행 시
전력공급원임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6개월에 1차례
점검함

▪ 열차지연 발생

▪ 승객 이동과 관련 ▪ 외부로부터 인력
조달 가능

▪ 월 1~2회 점검 ▪ 소규모 사상사고
발생 가능

▪ 승객 탑승과 관련
있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일일점검 시행 중 ▪ 열차지연과
관계 있음

▪ 형광등과 같은 물품
위주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 낮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도착점검 및
일일점검 시행 중

▪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와 관련성
낮음

▪ 관제설비, 신호설비
전원장치에 대한
내부이관 가능
– 전동차 운행과

관련이 높은
지하철의 핵심
역량임

– 고장/문제 시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안전과
관련이 높음

▪ 하지만 현 내부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외부 인력 조달 및
장기적인 내부역량
교육이 필요함

시사점

7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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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이관 필요 용역업무 (2/3)

내부이관 필요성 평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냉방설비
낮음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차량기지
경비

전동차
도장

전동차
냉방기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청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시설 고장과 관계

없음
▪ 사고 발생과 관계

없음

정보시스
템

▪ 본사 사무업무와
관련 있음

▪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역량 필요

▪ 월 1~2회 점검 ▪ 사고 발생과 관계
없음

소방설비
▪ 문제 발생 시

대량 사상사고
리스크 존재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월 1~2회 점검

내재화
우선순위

높음

▪ 높음

▪ 낮음

7
조직/운영 효율화

시사점

▪ 관제설비, 신호설비
전원장치에 대한
내부이관 가능
– 전동차 운행과

관련이 높은
지하철의 핵심
역량임

– 고장/문제 시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안전과
관련이 높음

▪ 하지만 현 내부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외부 인력 조달 및
장기적인 내부역량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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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이관 필요 용역업무 (3/3)

내부이관 필요성 평가 (조건부 외주용역1)

1 역무분야는 외주용역 확대 부분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제외함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철도장비
운영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시사점

▪ 관제설비, 신호설비
전원장치에 대한
내부이관 가능
– 전동차 운행과

관련이 높은
지하철의 핵심
역량임

– 고장/문제 시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안전과
관련이 높음

▪ 하지만 현 내부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외부 인력 조달 및
장기적인 내부역량
교육이 필요함

조명/
콘센트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월1~2회 점검 ▪ 안전과 관련 없음

네트워크/
사무기기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 없음

내재화
우선순위

높음

낮음

▪ 높음

▪ 낮음

7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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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다양한 부서 업무의 일정
부분을 외주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음

–예. 8개 역사 역무(역무), 
청소(역무), 경정비 중
일부 업무(검수), 핵심
통신설비 유지/보수(통신) 
등

▪ 2008년 8개 역사 외주 이후
2011년 추가 15개 역사를
추진하였으나, 직원반대와
서울시/정부 정책과의
상충으로 보류됨

▪ 서울시의 동의

–시 정책적 방향성이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비중 강화에 맞춰짐에
따라 서울시의 반대 가능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
장/단점 분석 결과 제공

–역무분야 비용 절감 가능액
–비정규직 증대 수 등

▪ 역무 직원들과의 합의 ▪자연퇴직 인원에 맞춰 진행함에 따라 강제적인
인력감축, 보수수준, 업무강도의 변동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커뮤니케이션
▪해외사례 벤치마킹 (일본)

–역무실 모니터링 외 고객서비스, 순찰, 청소 등
모든 주요 역사 업무를 용역사에 외주

–철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질
악화 혹은 민원 증가의 이슈 없었음

▪ 용역사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장치

▪ KPI에 기반한 성과 모니터링 및 보상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업무 내부이관을 위한
외부인력 조달 및 내부인력
육성

▪해당 업체의 기존 인력의 조달 고려
(예. 관제설비)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한 필요 자격증
및 역량 확보 (예. 신호설비 전원장치)

7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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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구매방식
개선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조직/운영
효율화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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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무 효율화

▪ 현재 외주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업무를 효율화하여 외주비용 절감

▪ 예시적으로 PSD 검수/정비 업무의 경우, 시간대별 업무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3조
2교대로 동일한 인원이 투입되고 있음
– 스크린도어 일일점검 업무는 외주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함
– 구동부, 종합제어반, 주제어반, UPS 등을 육안으로 점검
– 하지만 Door, HMI, 조작반,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연간 고장 발생 건수는 0.2~1회로 낮은

수준임
– 더불어 고장 신고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점검/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외주비용 절감 가능
– 선택적 역사에 대해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Pilot 운영
– Pilot 결과 고장률 증가가 발견되지 않을 시, 외주용역 재계약 시 스크린도어 일일점검

업무량 조정 (예. 점검주기 확대)
– 업무량 조정을 바탕으로 외주 용역 사용 인원 및 비용 절감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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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비효율 업무 조정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예시)

1 기관사 및 역무원의 신고에 의한 고장 조치 건수, 총 250개의 스크린도어가 있으며 1개 스크린도어 당 Door ~40 Unit, HMI/조작반/센서 ~2 Unit

아이디어 배경

▪ 스크린도어 일일점검 업무는 외주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함
– 구동부, 종합제어반, 주제어반, UPS 등을 육안으로 점검

▪ 하지만 Door, HMI, 조작반,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연간 고장 발생
건수는 0.2~1회로 낮은 수준임

▪ 더불어 고장 신고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점검/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음

주요 가정

0.2
0.40.4

1.0

센서조작반DoorHMI

스크린도어 주요 부품의 고장 발생 주기는 점검 주기 대비 낮은
수준임

1개 스크린도어 주요 부품별 연간 고장1 발생 수
건, 2012

▪ 스크린도어 일일점검 대상
부품 및 점검 주기의 조정
여지가 존재하므로 Pilot 
등을 통한 추가 진단이
필요함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외주 인원: 125명
▪ 일일점검 업무 비중: 30%
▪ 업무량 감소 비율

– High: 85% (점검주기 7일)
– Low: 50% (점검주기 3.5일)

▪ 1인 당 평균 발생 비용: 3,000만원

아이디어 소개

▪ 선택적 역사에 대해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Pilot 운영

▪ Pilot 결과 고장률 증가가 발견되지 않을
시, 외주용역 재계약 시 스크린도어
일일점검 업무량 조정 (예. 점검주기 확대)

▪ 업무량 조정을 바탕으로 외주 용역 사용
인원 및 비용 절감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5

2020 7 12

2015 10

HighLow

8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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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외주용역 비효율 업무 조정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과거 검토된 내용 없음 ▪ 고장발생률 증가 및 안전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점검주기 조정

▪선택적 역사에 대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Pilot 운영을 통해 고장 사례 증가 여부 확인

– 승객의 이용이 적은 선택적 역사를 대상으로
업무량 조정 방안 일정 기간 적용 (계절적
요인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Pilot 디자인)

– 업무량 조정 결과 고장 사례 증감 추이를
분석해 서비스 질 및 안전성 훼손 여부 확인

– Pilot 운영 결과에 따라 전 역사 확대 적용
여부 결정

8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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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효율화

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구매방식
개선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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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발주를 통한 구매 계약 단가 할인

▪ 발주규모가 확대될 경우 구매계약 단가 할인이 가능함

– 공급업체에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격 추가 인하 여지가 발생

– 국내/외 입찰 참여 공급업체가 증가하여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가격 인하가 가능함

▪ 초기적 진단 결과 신호설비, 레일, 직류고속도 차단기반 등 물품에 발주규모 확대 여지가
예상됨

– 현재 발주 규모가 작아 국내 소수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 향후 발주 규모가 확대될 시, 해외 업체들의 추가적인 입찰 참여 기대 가능

– 위의 물품 외에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발주규모 확대 필요 물품을 도출할 필요

▪ 발주규모 확대를 위해 서울메트로 내 통합발주 및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발주를 고려할 수
있음

– 서울메트로 내 역별/노선별로 분리 발주되고 있는 건들을 통합하여 발주

– 도시철도공사와 발주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발주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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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주를 통한 구매계약 단가 할인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동일 물품 구매에

지출되고 있음
▪ 이들 물품의 구매가 역별, 호선별, 기지별, 공사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대부분 1년의 단기 계약임
▪ 발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 계약단가 할인이 어려움

통합발주를 통해 구매 단가 할인이 가능한 부품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 원

주요 가정
▪할인 가능 금액: 5~10%

–이미 내부 계약처, 자체 심사,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금액 할인이 많이 이뤄져서 할인
이 10% 이하로 제한적

–내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가능 할인 비
율: 최대 10%

10

102020 20

2015 20

HighLow
신호설비

▪ 업체들이 많이 있으나 계약규모가 낮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

▪ 통합발주시 약 5개 이상의 업체들이 추가 참여가
가능하며 5-10% 구매 단가 할인이 예상됨

레일

▪ 현재 국내 현대제철의 독과점 상태
▪ 통합발주시 중국 등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단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함
▪ 조달청 대신 자체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함

직류고속도
차단기반

▪ 국내 소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
▪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와 협약을 맺고 가끔 입찰에

참여하지만 물량 및 단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통합발주시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단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함

▪ 분산되어 있는 발주처 (역, 호선, 기지, 공사) 와
기간을 통합하여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구매 단가를 할인하는 방안
– 메트로 내 타 조직(예. 역, 호선, 기지, 

공사)과 외부조직(예. 도시철도,코레일)과
통합발주

– 계약기간 단위(1년)를 늘려서 발주 사이즈
확대 가능

▪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 사이즈를 확대하여 경쟁 유도

9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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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소수기업 특혜 제공
(몰아주기)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제재 및 감사 완화

▪서울시에 관련 감사 및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하는
거래가 아니라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임을 강조

–거래를 통합발주로 진행하는 대신 다음
입찰에서는 타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업체에 기회 제공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 계약 단가 할인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도시철도, 코레일과 통합으로
발주를 진행하여 물품 단가를
낮춘 적이 있음

–서울시의 지시로 진행

–몇 번 진행했으나 계약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임

▪ 자재관리센터를 통해
저장품을 통합 구매하는
시스템 구축

–기본 저장품에 있어서
자재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통합 구매하는 시스템
구축

▪ 원활한 통합발주 진행을 위한
장치 및 시스템 마련

▪ KPI 시스템 보완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통합발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 및 성과보상 유인책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계약 및 절차상 번거로움이 없도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조달청의 적극적인 중재

9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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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효율화

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구매방식
개선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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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 서울메트로는 향후 5년 내 다수의 전동차를 교체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전동차 시장은 1개
특정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향후 가격인상 리스크가 존재함

▪ 하지만 타 전동차 공급업체를 끌어들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구매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음

– 해외 전동차 공급업체 인터뷰 결과,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이
확대되고 각종 입찰참여를 위한 제약이 완화될 경우 적극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까다로운 구매 프로세스로 인해 해외 전동차
제작업체를(예. Siemens, Bombardier 등) 통해 전동차를 구매한 사례가 없음

▪ 복수의 전동차 공급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발주계약의 매력도 증가 및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해야 함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물량 증대: 3~4년 이상의 필요물량을 한 번에 발주하고, 더 나아가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물량을 확대함

– 납기기한 확대: 현 2년 수준의 납기기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외업체의 공급 용이성을
높임

– RFP 접수기간 확대: 제안서 접수기간을 10주 이상으로 확대해 입찰참여 용이성을 높임

▪ 복수의 전동차 공급업체를 활용해 입찰경쟁을 유도할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격 인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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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1 Kawasaki Heavy Industry 및 Alstom의 2008년 이후 발주건 평균 (최소값 34량, 최대값 428량)
2 Bombardier, Siemens, Alstom

아이디어 배경

▪ 전동차 구매에 2024년까지 총 8,200억원의 대규모 투자예상
▪ 1개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리스크 존재
▪ 더불어 독점 상태에서는 Clean sheet 등 가격 최적화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의 효과가 미미함

아이디어 소개

▪ 국내/외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내 업체와의 경쟁 유도
– 현 평균 2년 정도의 납기기한을

3~4년으로 확대
– 1년 단위의 발주를 2~3년으로 확대하여

발주 규모 확대
– 타 철도 운영사와의 연계를 통해 발주

규모 확대 모색

전동차
가격

서울메트로가 향후 발주할 전동차 금액이
12억~14억 수준이라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2

해외 전동차 공급업체도 한국 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음

발주
규모

해외 주요 공급업체의 발주 규모, 차량 수

2~300량 규모의 발주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규모는 매력적이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2

전동차 가격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발주
규모, 전동차 규격 및 품질 등에 따라 20~30%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전동차 구매 전문가

220
110170

서울메트로 (1년) 서울메트로 (2년)해외 평균1

10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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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해외 공급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

▪입찰시스템 변경
–납기기한 약 3~4년 수준으로 유지

–RFP 발송 후 제안서 접수 기간 약 10주
수준으로 유지

–평가항목 재검토 (예. 생산기지 위치)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2005년 한 차례 국제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음

▪ 하지만 이후 서울메트로는
지속적으로 국제입찰을
주장하였으나, 조달청이
국내입찰 추진

▪ 협상 능력과 원가 분석 역량 ▪외부 전문가 영입 및 활용
–전동차 구매 전략 및 원가 분석 작업의 외주
혹은 조달청 자료 공유

–초반에 협상 전략 및 원가 분석 전문 용역을
통해 해당 노하우를 습득하여 내부 역량 계발

납기기한이 3~4년으로 확대될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된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1

세계 주요 업체가 모두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추며 품질 Quality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
의견이다.                         

- 전동차 전문가

1 Kawasaki Heavy Industries, Alstom, Bombardier

10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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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식
개선

조직/운영
효율화

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철도 사업

▪ 승객 편의사업12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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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 국내/외 철도사업은 크게 운영사업과 그 외 컨설팅/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운영사업: 신규 건설하는 노선의 운영사로서 참여하거나, 기존에 운영되던 노선의 새로운
운영사로 참여하여 직접 운수사업 운영

– 엔지니어링사업: 신규 노선 건설 시 설계업무 지원

– 컨설팅사업: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컨설팅 제공 (예. 스크린도어 구축 등)
▪ 현 서울메트로의 역량으로는 단기적인 해외철도사업 진출이 어려우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저가수주를 통한 잠재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초기관계 구축

– 2단계: 기 운영중인 노선의 새로운 운영사로 참여하여 Global track record 구축

– 3단계: 신규 건설하는 노선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본격적 이익 창출 (=Greenfield 프로젝트)
▪ 해외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구축을 위해 국내 철도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 해외진출 시 PM사업 (신규 노선건설 프로젝트 초기기획 및 총괄 지휘) 경험 보유 시 Greenfield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증대함

– 향후 서울시에 다수의 경전철이 건설될 예정이며, PM역할을 담당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울메트로/도철의 협업이 이뤄질 경우 PM역량 및 경험 배양이 가능함

▪ 또한 국내 경전철 사업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이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서울메트로는 김해 경전철 운영사업을 통해 매년 십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추후 경전철 사업 수주를 통해 추가이익 창출이 가능함. 단, 양 공사 사업역량 고려 시, 
서울메트로가 사업을 주도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인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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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운영/컨설팅 철도사업11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신사업 후보 중 신규 진출에 제약이 가장 적으며 향후 연
이익규모 ~500억 정도로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
– 하지만 향후 타 운영사의 사업 참여로 인해 경쟁격화 예상됨

▪ 필요 인력 규모가 매우 크므로 (200~300명/프로젝트) 유휴인력
재배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임

▪ 국내 경전철 등 운영사업 참여
– 향후 2020년까지 60여 개의

운영/컨설팅 사업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임

▪ 향후 지방 지하철 운영사의 진출로 인한
경쟁격화를 대비하기 위해 잠재 발주처
대상으로 컨설팅 용역을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

▪ 국내 Track record 구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 역량 마련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 2020년 진행 중 프로젝트: 56개
▪ 프로젝트 평균 년 이익: 10억
▪ 전체 운영 시장 크기: 560억 (이익 기준)
▪ 서울메트로 예상 점유율:  30~60%

2020 165

2015 10

HighLow

홍콩 MTR은 “Consulting First” 전략을 통해 잠재
발주처와 초기 관계를 구축함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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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향후 경쟁격화를 대비한 전략
수립

–국내 타 지하철
운영사들의 국내
운영사업 진출이 예상됨
(예. 인천지하철공사, 
부산지하철공사 등)

▪잠재적 프로젝트 발주처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관계
구축 강화 (예. 9호선 연장노선 운행 수주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현재 서울메트로는 컨설팅 제공 사업을
독립적인 수익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홍콩 MTR은 프로젝트 잠재
발주처에게 컨설팅 용역 제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Consulting First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 진입 성공

국내 운영/컨설팅 철도사업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약 10년 전부터 국내
지하철/경전철 운영 및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옴

▪ 최근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업 수주 등 성과 창출

▪ 향후 2020년까지 발주될 약
2~30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입찰할 예정임
(9호선 운영권 포함)

11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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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시장 사업모델 별 시장특성과 주요 성공요소를 이해하여
서울메트로 현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함

Green 
field

Profit 
share
O&M

Fee-
based
O&M

엔지니어링/
컨설팅

운영

사업모델 설명

▪ 해외 철도 신규
건설/개발 프로젝트 시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지하철 운영/유지 보수
역량 전수

▪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하철의
운영사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

▪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고정액을 수령

▪ 지하철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에
운영사로서 참여함

▪ 지분율에 따라
운영수익의 일부를
수령

▪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하철의
운영사 교체 시 참여

▪ 운영성과에 따른 흑자, 
적자를 모두 부담

시장 특성

▪ 신규 지하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중국,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발주

▪ 기존 인프라의 노선 확장 프로젝트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주

▪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 대부분 해외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나, 
유럽의 경우 점진적으로 입찰 개방 추세

▪ 적자 리스크 적음
▪ 발주처가 Fee-based 방식보다 Profit-

sharing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감소 추세

▪ 신규 지하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중국,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발주

▪ 기존 인프라의 노선 확장 프로젝트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주

▪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해외 업체에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높음

▪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 대부분 해외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나, 
유럽의 경우 점진적으로 입찰 개방 추세

▪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낮으며 (5% 미만) 
적자 리스크가 큼

KSF

▪ 신식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Track record

▪ 언어 등을 바탕으로 한
현지업체와의 협업역량

▪ Top-tier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 발주처와의 조기 관계 구축
▪ 컨소시엄 Equity 투자를 위한

자금력
▪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비운수

사업역량
▪ 정확한 수익성 예측을 바탕으로

한 협상역량

▪ 언어/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일정 수준의 자산을

소유/투자하기 위한 자금력
▪ 잠재적 비용 증가 리스크에

대비한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협상역량

▪ 승객 수 증대를 위한 마케팅
역량

진입장벽 요구역량

높음 높음

낮음 낮음

11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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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50개 이상의 신규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이며, 
중국/인도/ 중동 등이 주요 발주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1 국내 운영사가 이미 컨세션 획득
2 해외 운영사가 이미 컨세션 획득 또는 해외사가 부분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JV

기타
6

중동8

동남아3

인도

10
중국

24

북미

2

유럽

3

~2020 지역별 Greenfield 프로젝트
발주 수
N=56

도시

Algiers
Gold Coast
Fortaleza
Changchun
Changsha
Changzhou
Dongguan
Fuzhou
Guiyang
Hangzhou
Harbin
Hefei
Jinan
Kunming
Lanzhou
Macau
Nanchang
Nanning
Ningbo
Qingdao
Suzhou
Taiyuan
Urumqi
Wuxi
Xi'an
Xuzhou
Zhengzhou
Ahmedabad

국가

Algeria
Australia
Brazil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India

예상 발주년도

20111

20142

20121

2015
2015
2018

2014
2020
20112

2012

2013
2020
2013
2014
2013
2015
2014
2012
2017
2015
2014
2015

2013

Bangalore
Delhi-Gurgaon
Delhi Monorail
Mumbai
Hyderabad
Jaipur
Kanpur
Lucknow
Pune
Jakarta
Bagdad
Tel Aviv
Bologna
Almaty
Kuwait city
Lagos
Karachi
Lahore
Panama City
Lima
Doha
Chelyabinsk
Omsk
Abu Dhabi
Honolulu
Norfolk
Ho Chi Minh City
Hanoi

도시

India
India
India
India
India
India
India
India
India
Indonesia
Iraq
Israel
Italy
Kazakhstan
Kuwait
Nigeria
Pakistan
Pakistan
Panama
Peru
Qatar
Russia
Russia
UA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Vietnam
Vietnam

국가

2013

20122

2014

2013

Suspended

2016

2016
2012

20162

2014
2016
2016
2015
19/8, 2011
2015
2016

예상 발주년도

운영사 결정

Greenfield 프로젝트: 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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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규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는 해외 운영사 및 컨소시엄에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ROW
Australia
Latin America

MENA

South East Asia

India

China

North America

Europe

56

2
1
3

8

3

10

24

2

3

Greenfield 지하철 시스템
N=56개 프로젝트
절대 수치

운영사에 대한 개방 트렌드

▪ 입찰 과정이 투명하며, 일반적으로 해외 업체에 개방적인 경향

▪ 기본적으로 SOE들은 개발 및 신설 단계에서 경험 있는 운영사 (예.
Shanghai)의 컨설팅을 받아 신규 시스템을 운영함

▪ MTR은 해외 운영사의 선구자로서 Hangzhou Metro를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개발 중

▪ MTR (기존의 유일하게 성공적인 신규 진출 업체)은 국내 수주
물량이 많아서 공급 능력이 달림

▪ Veolia는 RATP와 JV를 설립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적극적으로 로비 중

▪ 기회 비교적 소수 (Jakarta, Hanoi, Ho Chi Minh)
▪ 내부 보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 업체 참여에 매우 개방적

▪ Greenfield 기회 극소수
▪ 신규 개발의 경우 해외 운영사에 대한 개방적 성향 강함

▪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은 대부분 철도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외 기술 및 역량 유치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음

▪ 토털 운수 솔루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간주됨

해외 업체 예시

Keolis Bergen, Norway

Veolia in Mumbai

MTR Hangzhou

FCC in Panama

SERCO in Dubai
Deutsche Bahn (Qatar 
Diar와의 JV) in Doha
RATP in Algiers

▪ Greenfield 기회 극소수
▪ 적어도 EU 내에서 신규 기회가 존재하는 지역은 민간 및 해외

업체의 참여에 개방적인 성향 (구 소련 국가는 폐쇄된 것으로 보임)

▪ 호주는 해외 업체의 참여에 매우 개방적

▪ 소규모 중남미 국가들은 해외 운영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임

Keolis in Gold Coast

해외 업체에 미 개방

해외 업체에 적극적 개방

Greenfield 프로젝트: 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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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노선확장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됨

도시 국가 도시 국가 도시 국가지역 별 신규 노선 확장이 예정된 지하철
시스템 수
N=71
절대 수치

Greenfield 프로젝트: 시장특성

Japan/Korea/
Taiwan

69

Latin
America

MENA

1
South 
East 
Asia

4
India3

China

12

North America

10Europe

26

Rio de Janeiro
São Paulo
Santiago
Beijing
Chengdu
Chongqing
Dalian
Foshan
Guangzhou
Nanjing
Shanghai
Shenyang
Shenzhen
Tianjin
Wuhan
Prague
Copenhagen
Santo Domingo
Helsinki
Marseille
Toulouse
Hamburg
Munich
Budapest

Brazil
Brazil
Chile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
Finland 
France
France
Germany
Germany
Hungary

Dublin
Chennai
Delhi
Kolkata
Rome 
Sendai
Yokohama
Busan
Daegu
Gwangju
Incheon
Seoul
Kuala Lumpur
Mexico City
Amsterdam
Bergen
Manila
Warsaw
Lisbon
Lisbon/Setubal
Porto
Kazan
Saint Petersburg
Singapore

Ireland
India 
India 
India 
Italy
Japan 
Japan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Malaysia 
Mexico
Netherlands 
Norw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Portugal
Portugal
Russia
Russia
Singapore

Barcelona
Madrid
Seville
Tenerife
Taipei
Kaohsiung
Bangkok
Ankara
Kiev
Dubai
Manchester
Nottingham
Charlotte
Dallas
Denver
Los Angeles
Minneapolis
Phoenix
Sacramento
San Francisco 
Bay Area
Seattle
Los Teques
Valencia

Spain
Spain
Spain
Spain
Taiwan 
Taiwan 
Thailand
Turkey
Ukraine 
UAE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Venezuela 
Venezuel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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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확장 프로젝트의 일부는 해외 운영사 및 컨소시엄에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전문가 인터뷰; 케이스 사례

ROW

Latin 
America

MENA

Other Asia

India

China

North 
America

Europe

71

10

5

1
4

3

12

10

26

신규 노선 계획 지하철
N=71개 프로젝트
절대 수치

입찰을 통해
현행
운영사가
수주

(local)
Sao Paulo Line 4
Sao Paulo Line 5

▪ 아직은 폐쇄적이지만, 민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개방 예상

해외 업체에 미 개방

해외 업체에 적극적 개방

Greenfield 프로젝트: 시장특성

현행
운영사에
발주

입찰을 통해
신규 운영사가
수주

(local)

(Veolia)

(MTR)

(MTR)

(Veolia)

(Keolis)

신규 노선

Beijing line 4
Beijing line 15
Nanjing line 2
Shanghai lines 10, 
11
Shenzhen line 4
Shenzhen line 5

Amsterdam NZ line
Madrid metro line 9
Manchester 
Metrolink
Nottingham lines 2, 3
Warsaw line 2

Houston line 2
Dallas DART Green 
Line
Seattle

Dubai Yellow line

Kuala Lumpur metro
Seoul line 9
Singapore Circle 
Line

개방 트렌드

▪ EU 규정 상 지하철 컨세션은 공공입찰 요건에서 제외
▪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일부로서 신규 노선의 컨세션은

지속적 컨세션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사에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비교적 신규 도시철도 시스템을 갖춘
도시들(Nottingham 등)을은 입찰을 통해 최초 노선을
발주했기 때문에 추가 노선에도 이 절차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하철 시스템을 SOE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외 운영사에게 개방할
유인이 제한적

▪ Beijing과 Shenzhen Line 4 등의 사례에는 상이한
기술, 관리 경험 획득, 정치적 접근성 등의 요인이
작용했으나, 이들 사례가 전례가 되어 타 도시에서의
사업이 한층 개방적으로 진행

▪ 대부분의 미국 도시는 공공기관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규 운영사의 진입을 허용할
유인이 낮음

▪ 그러나 비교적 신규 도시철도 시스템을 갖춘
도시들(Houston 등)을은 입찰을 통해 최초 컨세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신규 노선에도 이 절차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 민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규 노선 확장은 로컬 민간
및 해외 업체에 개방

▪ 전반적으로 개방도 높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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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field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 요소

컨소시엄
구성

자금력

발주처
이해 및
관계구축

비운수
사업역량

협상역량

필요역량 설명 선도업체 사례

▪ 거의 모든 Greenfield 프로젝트는
컨소시엄에게 발주됨
– Top-tier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필요
– 로컬 운영사,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필요

▪ 해외 Greenfield 프로젝트 입찰 시마다
로컬 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킴

▪ 발주처와 기 구축된 관계를 활용해
RFP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제안서 작업 시, 발주국가의 상황 및
발주처의 Pain point 파악이 중요함

▪ 잠재 발주처를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계
구축 및 RFP 디자인 참여 가능성 증대

▪ 컨소시엄 참여 시 Equity 투자 필요
▪ 매 입찰 참여 시마다 USD 5~10mn 

소요됨
▪ “LOP Factory”를 구성해 입찰 프로세스

효율화 및 소요비용 10~20% 절감

▪ 시민생활 편의와 연관이 높으므로
발주처가 비운수 사업역량을 중시함

▪ Greenfield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비운수 사업에서 창출됨

▪ 역세권개발, 상가임대, 광고사업에서 세계
선진 수준의 역량 보유
– 비운수사업 매출비중 30% 이상

▪ 협상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수익성의
변동성이 매우 큼
– 승객 수 분석에 바탕한 P&L
– 보조금 수준
– 운임 결정의 융통성
– 비운수사업 운영 권한
– 재계약 주기

프로
젝트
수주

이익
극대화

Greenfield 프로젝트: KSF

▪ MTR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sset-
owning 모델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냄
– 전동차 등 주요 자산에 직접

투자/소유하여 발주처의 부담을 덜어줌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운수사업

운영권한, 운임 결정의 융통성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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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구성] Greenfield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컨소시엄에게 발주됨

자료: 문헌조사

Greenfield 프로젝트: KSF

Greenfield 사례

Mumbai metro line 1
(35년 계약)

Nottingham Express
(35.5년 계약)

Shanghai Metro

정부/SOE 민간/해외 업체

설계 건설 인프라 소유 전동차 소유 운영 유지
입찰업체 세부정보

Reliance, Veolia, MMRDA
JV: Reliance Energy 69%, Veolia 5%, MMRDA 26% Metro One Operation (JV: Veolia 

70%, RIfra 30%

BTSC (Tanayong Ital-Thai 
Development, AIG, 및 기타
태국 투자자)

Bombardier, Veolia-
Transdev, Carilion, 
Nottingham City Transport, 
Glaxy, Innisfree

Bombardier, Carilion NTC: Transdev + NCT

BTSC
Siemens 
(컨소시엄

불참)

Keolis, Dowell EDI, 
Bombardier, MacDow
and Plenary Group

McConnell Dowell, Bombardier KDR Goldcoast (JV

컨소시엄

대개 설계 및 건설은 외주, 
O&M은 자회사에 발주 Shanghai Metro Shanghai Shentong (Shanghai 

Metro 자회사)

JV: MTR + Hangzhou Metro

JV: MTR 49%+ BII 2%+ Beijing Capital 49%

Hangzhou Metro (SOE)

Beijing 시 정부

MTR (49%) +Hangzhou 
Metro Group  (51%)

MTR, Beijing Capital Group, 
Beij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SMRT
SMRT

MTR 참여

MTR 참여

SERCO
Serco Serco

RATP RATP RATP

SMRT
SMRT

LTA

LTA

Bangkok Skytrain
(30+10)

Gold Coast Light Rail
(18년 계약)

Hangzhou Metro
(25년 계약)

Beijing Metro Line4
(25년 계약)

Singapore E/W line
(30년 계약)

Dubai metro
(2.5+5+5년 계약)

Algiers metro
(8년 계약)
Singapore circle line
(10년 계약,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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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구성] Veolia는 해외 프로젝트 입찰 시마다 Local 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수주 가능성을 높임

Veolia 
사업영역

Gold Coast
▪Gold Coast 입찰
시, Macquarie 
Capital Group을
컨소시엄에 참여

Boston
▪미국의 콘크리트
업체인 ACI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킴

Mumbai ▪뭄바이
도시개발관련
부처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킴

Seoul
▪전동차 제작업체
현대로템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킴

Greenfield 프로젝트: 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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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관계] MTR은 잠재 발주처를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주처와 관계를 구축함

자료: MTR 보도자료; 문헌조사

MTR의 해외 Greenfield BOT 확장 실적

Shenzhen Line 4

Beijing Line 4

Shenzhen Line 3

Wuhan

Suzhou

Hangzhou

Shenyang

Beijing Line 16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원칙적 BOT 
계약 체결

NDRC 승인
대기 중

BOT 계약
체결

운행 개시

PPP 계약을
위한 MOU 

체결

NDRC, PPP 
승인 부여

Daxing Line 
O&M을 위한
MOU 체결

운행 개시

BOT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컨설팅

컨설팅

원칙적 PPP 계약 체결, 
부동산 개발 탐사에 합의

O&M, 부동산 개발 탐사를
위한 원칙적 계약 체결

이해관계자
변경으로 철수

컨설팅

컨설팅

PPP 승인
부여

Shenzhen 
Metro 

(SOE)에 발주

Leeds tram

Manchester tram  

Gold Coast Metro

지나치게 높은
리스크로 인해 철수

유찰

유찰

MTR은 지하철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국 시 정부들과 관계를
구축함. 이는 BOT, PPP, O&M 계약의 토대가 되고 부동산 개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함. 그러나 여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함. 예를 들어
Shenzhen에서 MTR이 BOT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데 7년이 소요됨

UK

China

Aus

운영사
미정

운영사
미정















?

?

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


Greenfield 프로젝트: 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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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관계] MTR은 타겟 진출 국가에 상주하면서 잠재 발주처의
현황파악 및 관계구축을 담당하는 사업 개발팀을 운영함

자료: MTR website

MTR 사업
개발팀 운영 지역

사업개발팀 역할

▪ MTR이 중요 시장으로
선정한 지역에
사업개발팀이 상주

– MTR은 중국, 영국, 
호주 등에 상주

▪ 사업개발팀은 타겟
시장의 정보수집 담당. 
예.
– 잠재 발주처 및

담당 정부부서

– 향후 발주 프로젝트
관련 정보

▪ 잠재 발주처와의 관계
구축 지원

– 컨설팅 니즈 발굴
및 본사 컨설팅
팀과 연계 등

Greenfield 프로젝트: 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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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수역량] MTR은 높은 수준의 비운수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수주 가능성
및 프로젝트 이익률을 극대화함

MTR은 세계 선도 수준의 비운수 사업역량을 보유하여…

Greenfield 프로젝트: KSF

… 수주 가능성 및 프로젝트 이익률
증대에 기여함

비운수사업
매출비중
퍼센트

승객 1인당
상가임대수익
원

승객 1인당
광고수익
원

1319

49

20

138
188

34
52

88

최근 도시철도의 트렌드는
운수수익의 적자를
비운수수익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MTR은 해당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수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홍콩 MTR 전문가

비운수사업은 운수사업보다
Upside potential이 훨씬 더
크다. MTR의 사업별 수익성에
크게 차이가 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부대사업 권한을
보유하였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 홍콩 MTR 전문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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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협상 시 예상 승객 수 과대평가는 수익성 하락과 직결됨

자료: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하지만 승객 수 예측 시, 과대평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Greenfield 프로젝트는 운영사가 매출 리스크를
공동 부담함

Greenfield 프로젝트: KSF

3025

8

전세계적으로, 프로세스 상의 수많은 부정확 요소
때문에 지하철/철도 프로젝트의 90%는 교통 수요를
심각하게 과대평가함
▪ 철도 프로젝트에서 전망을 20% 이상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80% 이상
▪ 60% 이상 과대평가하는 경우는 40%

350

150

600
788

2006년
실적

1/4

2000년
실적

1997년
전망

1995년
전망

Bangkok Skytrain은
심각한 과대평가

1일 승객 수
천 명

재무/수익 리스크

Mumbai
Nottingham

Gold Coast

Vancouver 
Canada Line

Bangkok 
Skytrain

Dockland 
Light Rail

Shenzhen L4
Beijing L4

Gross 
contract Net contract License

일반적 계약기간
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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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노팅험 트램 컨소시엄은 승객수를 ~20% 과대평가함으로써 5년간
적자상태로 운영함

자료: Nottingham 웹사이트; 영국 재무부 문서

거의 모든 비용이 고정비인 상황에서 수입이 28% 
감소하자 컨소시엄은 운영 기간 내내 적자에 시달림

프로젝트 건설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나 장기 이용자 수 및
승객 탑승거리는 매우 과대평가되어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1차년도 이용자 수는 예상을 크게 초과

그러나 예상했던 CAGR 9%가 실현되지 못한 데다 승객의 탑승
거리가 짧아서 운임 수입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

Greenfield 프로젝트: KSF

Arrow Light Rail Ltd 재무성과
GBP 100만

2005       2006       2007      2008    2009

-831-811-1,050-1,073-1,167

-36,400

초기투자 20092008200720062005

운영사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 (지분 18.2%)
‘000 GBP

11.0
7.3 9.08.4 -18%

+1% p.a.

+9% p.a.

20092004

실적

전망

4.34.6

2009년 실적

-7%

2009년 전망

승객 수 전망과 실적
100만 명/1일

2009년 평균 승객 이동 거리 전망과 실적
Km/1회 탑승

11

Line 2&3은 신규
컨소시엄에 컨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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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MTR은 Asset-owning O&M 모델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
운영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주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자료: MTR website; 문헌조사

MTR은 Asset-owning O&M 모델을 통해 30년 장기 O&M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함으로써…

Greenfield 프로젝트: KSF

예정대로 건설 공사 완료 후, 2009년
12월 운행 개시

이용자 수 기대 초과

▪ 전망 대비 60% 초과

▪ CRH Train 및 Airport 
Express로부터 이용자 유입으로
인해 지속적 성장

긍정적 재무 성과

▪ 불과 운행 1차년도에 이미 BJ-
MTR은 USD 0.26백만의 플러스
이익 시현

2010년 1일 이용자 수
승객 100만 명

2004년 MTR 컨소시엄은 Siemens 컨소시엄을 제치고 BJ L4의 30년 BOT 계약 수주,  
전체 프로젝트에 총 USD 23.7억을 투자하고, 계약 종료 시 Beijing Metro에 모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함

MTR은 베이징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
▪ 모든 운임 수입은 MTR이 수취

▪ 역사 내 광고 및 임대료 수입 역시 MTR이 수취

▪ 베이징 정부가 2009년 승객 1인 당 USD 0.06의 보조금 지급

▪ 2010년에는 사전에 합의된 운임 USD 0.52와 실제 운임 USD 0.16 사이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조금 대폭 인상 (USD 1억)

MTR은 별도의 계약으로 L4 연장 노선인 Daxing Line의 10년간 O&M 계약을 수주. 
BIIC가 건설을 담당하는 갱신 옵션

일종의 테스트로 보임 – 일부 (모두는 아니지만) 다른 노선은 수의계약 발주 가능
(예. Line 9)

0.88
0.55

실적전망

BIIC (2%)MTR (49%) BJ Capital Group (49%)

30년 컨세션

BIIC 자회사
(100%)

자산 리스 계약

BJ Line4 프로젝트

투자금의 70%인
USD 16.6억은
인프라에 투자

투자금의 30%인 USD 
711백만은 전동차에 투자
(MTR에서 346백만)

운영으로 인한 운임/비
운임 수입

Beijing Line 4의 투자 구조

…긍정적인 초기 재무성과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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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하철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자국 민간 운영사에 의해 운영됨

1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시스템만 포함; 현재 건설 중인 Greenfield는 포함하지 않음

Oceania

2

MENA

5

1

4

Latin America

17

2

15

North America

42

2
1

39

Asia

54

4

6

44

Europe

91

4

23

64

해외 운영사

국내 민간 운영사

정부 운영

166

32

13

계
운영사 구조 별 지하철 시스템 수1

N=211, 절대 수치

O&M 프로젝트: 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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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해외 운영사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유럽을 중심으로 서서히 프로젝트를 해외에 개방하고 있음

자료: 전문가 인터뷰; 케이스 사례, RET 연차 보고서 2010

ROW

South East Asia

Latin America

South Korea

Japan

India
China

North
America

Europe

211

10

17

7

16

8
3

17

42

91

기존 지하철 시스템
N=211개 프로젝트 절대 수치

▪ EU가 교통 분야의 자유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철은 명시적으로
의무 개방 분야에서 제외

▪ 유로 및 채권 위기로 인해 민영화 가능
▪ 노조는 민영화를 선호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파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정부들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함
▪ 지속적인 통폐합으로 대형 지역 업체 등장

▪ 로컬 교통 당국이 핵심 시장 참가자로, 자유화에 대한 유인이 없음
▪ 강력한 노조
▪ 노조가 약한 지역은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가능성 더 높음

▪ 일본 철도망은 개방되었으나 지하철은 여전히 폐쇄 중

해외 업체에 미 개방

해외 업체에 적극적 개방

▪ 중국은 최근 MTR을 통해 베이징, 선전에 경쟁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Greenfield를 통해서만 도입. Veolia가 적극적으로 진입을 추진 중. SOE 
민영화 가능성 낮음

▪ 인도는 인프라 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될 가능성은 낮음

개방 사례

Bergen
Madrid
Stockholm
UK 전체
Rotterdam Metro는 2017년
공개경쟁입찰 예정

Houston

Seoul

Manila▪ 마닐라는 민영화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 역시 해외 운영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 한국은 최근 해외 운영사에 개방

▪ 대부분의 시스템을 정부에서 운영하며, 가까운 장래에 민영화 가능성 낮음

▪ 오세아니아는 이미 전면 개방. 현재 폐쇄 중인 MENA 국가들은 폐쇄를
지속할 전망(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개방 트렌드

O&M 프로젝트: 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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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이익률이 낮음

자료: Company websites; 문헌조사

1 현재 환율 적용; AUD/USD 환율 1.00 가정; EUR/USD 환율 0.75 가정; GBP/USD 환율 0.65 가정; CHF/USD 환율 0.82 가정; SGD/USD 환율 1.2 가정
2 순이익
3 EBT
4 2009년 교통수단 별 승객 이동 거리(km)에 기반

Zurich ForchBahn

사례

Veolia Transport 

Sydney mono rail + 
tram ways (Veolia)

Keolis

2010년 수입
USD 백만1 EBIT 마진 2010 (%) 비고

재무정보는 5년 계약으로 O&M을 Veolia에 외주로 발주한 컨세션 보유 업체
데이터에 기반. Veolia의 수입은 불명확하나, 고정 수수료 또는 비용을 넘는
것으로 추정

Veolia Transport 전체 (수입에서 철도의 비중 15%)

Keolis 전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프랑스 국내 사업의 비중은 55%에
불과. 수입의 27%는 프랑스 이외 지역의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발생. 프랑스
내에서 Keolis는 다수의 트램 시스템과 지하철 4개를 운영하고 있음. 그룹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글로벌 철도 세그먼트에서 발생하는 듯

Shanghai Shentong
(O&M for L1) 지하철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상장 자회사로서 이익 이전으로 인해 마진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

Stagecoach – UK rail

UK Rail (트램 제외)은 4.1%이나, 철도 자회사 Virgin에서 마진 7.2% 발생. 
Amsterdam (GVB)

Amsterdam의 전담 도시교통회사가 운임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39%에 불과. 
55%는 보조금. 지하철은 사업의 40% 정도 차지4

Melbourne (MTR)

Stockholm (MTR)

John Holland, United Rail Services와 MTM 컨소시엄의 일부로서 60-20-20 
파트너십 구성
운영난을 겪고 있던 Veolia의 자회사 Connex로부터 인수 (2009년 서비스 부실로
벌금 AUD 11백만 부과)

Stockholm 교통 당국은 매년 MTR에 정액으로 USD 370백만을 지급하며, 최대
USD 22백만 상당의 금융 인센티브 역시 계약에 포함
MTR은 운영, 고객 서비스, 청소, 제설 작업을 담당하고, 교통 당국은 인프라를
소유 및 유지 관리함

408

116

500

1,578

5,467

7,686

301

370

6

944 5

9

4

26

2

1 2

2 2

-0.2

15 3

2 2

Zurich Forchbahn은 단일 노선을 운영함. 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서, 8.6%에 이르는 EBIT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0.4%에 불과함

SMRT Rail1
2010년 연차보고서에서 세분화한 대로 순수 철도 세그먼트에 기초한 SMRT 
데이터

O&M 프로젝트: 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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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요소

자금력

필요역량 설명 선도업체 사례

▪ 운영사로 일정 부분의 자산을
(예. 전동차) 소유/ 투자하여
자금부담 공유 시 협상력이
증대됨

▪ Asset-owning O&M 전략 채택. 예.
– 전동차 교체 시 직접 투자
– 일정 기간 전동차 유지/보수 담당

언어/문화
이해

▪ O&M 프로젝트 수주 시, 소수의
Senior 직원만 파견됨

▪ 해당 파견 직원들은 기존 현지
인력과 협업을 통해 운영해야
하므로 현지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문화 및 언어가 유사한 국가를
위주로 주요 타겟 시장 설정 (예. 
중국, 영국, 호주 등)

프로젝트
수주

이익
극대화

협상역량
▪ Greenfield 프로젝트 대비 협상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더 큼
– O&M 프로젝트는 노선, 역사

위치, 상가/광고 포맷 및 위치
등이 모두 결정되어 있으므로
자체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음

▪ MTR은 멜버른 지하철 O&M
프로젝트 수주 시, 향후 예상되는
추가비용 발생 내역을 정확히
분석/예측해 흑자운영을 가능하게 함

마케팅
역량

▪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케팅을
통한 승객수 증대가 가장 현실적임
– 비운수사업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운임 상승에 대한 엄격한 규제

▪ N/A

O&M 프로젝트: 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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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O&M 프로젝트는 운영사로 하여금 일정 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므로 운영사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1 O&M 계약에는 초기 계약 기간 외에 제한적인 연장 기간이 규정된 경우가 많음. 명시된 계약기간은 초기 계약기간과 잠재적 연장 기간을 더한 기간임. 
Melbourne 계약에 기초할 때 이 연장 기간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기 명시된 연장 기간은 최대 연장 기간임

사례

Stockholm – MTR

Melbourne –
MTR

Copenhagen –
Ansaldo-STS

Dubai - SERCO

Algiers - RATP

Houston - Veolia

Bergen light rail –
Keolis

Mumbai Metro -
Veolia

주요 계약 내용

USD 32백만 투자. 매년 고정 가격; 성과가 좋을
경우 재무 성과급 6%

전동차 업그레이드에 USD 70백만 투자. 운영사는
정부로부터 인프라 및 전동차 리스

승객 수 증가 요건 포함; 신규 노선 설치 계약과
연계된 O&M 계약

설계, 건설, 시운전 단계 중 컨설팅 서비스 관련
계약

설립 기간 중 시운전 관련 계약 (2011년 말)

2호선 확장을 위한 순수 O&M

Keolis는 로컬 파트너와의 이 JV에서 51% 보유

Veolia가 DBOM 컨소시엄에서 지분 5% 소유
컨소시엄은 Veolia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에 5년 O&M 계약 발주

모델

Asset light 
O&M

Asset light 
O&M

Asset0 light 
O&M

컨설팅
+ Asset light 
O&M

Asset light 
O&M

O&M

Asset light 
O&M

DBOM
+
O&M

계약기간1

8+6년

8+7년

5+3년

2.5년
+
5+5년

8년

5년 + 
Max. 30년

7+2년

35년
5년 + 연장

초기 계약 만료
시기

2017

2017

2015

2014

2019

2017년 예상

2017

2017

O&M 프로젝트: KSF

운영사가 자산
보유/투자한 경우

이들 컨세션이
만료되어 기존
해외 운영사를
교체할 때 입찰
기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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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지역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선정하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함

영국
 London Overground Rail Operations 

Limited(LOROL)의 지분 50%를 보유한
운영사로 사업 참여

MTR의 타겟 시장 선정

중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MTR과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MTR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다.

- 홍콩 MTR 전문가

호주
 Melbourne Metro의 60% 지분을

보유하여 운수사업 운영만 담당
(Capex 투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John Holland와 UGL 에서 담당함) 

중국
 Shenzhen Metro Line4의 지분 100% 

소유
 Beijing Metro Line4의 지분 49% 

소유
 Hangzhou Metro의 지분 49% 소유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만큼 타국 대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 해당 사실은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소수의
MTR 파견직원이 LOROL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홍콩 MTR 전문가

O&M 프로젝트: 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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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프로젝트도 운영사가 매출/비용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1 Public Service Obligations

재무 / 수입 리스크

Gross contract

▪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른 Fee 
지급, 예. 철도 연장(km)

▪ 총 운영비 및 운영사 이익 모두
계약에 포함 (의무)

▪ 품질 문제 발생 시 불이익 (예.
정시 운행)

▪ 운임이 운영사에 가지 않음: 
승객이 증가해도 추가 지급 없음

수입
(R) 
산출
공식

R = PSO1

단순 Gross contract로부터 Net contract로 전환하는 추세

O&M 프로젝트: KSF

특징

예시

Net contract

▪ 사전에 정의된 파라미터에
따른 지급, 예. 철도 연장(km)

▪ 비용의 일부만 계약에 포함
▪ 운임은 (부분적으로) 운영사에

전달
▪ 품질 문제 발생 시 불이익 (예.

정시 운행)
▪ 승객 증가로 운영사 수입 증대

License

▪ 공공당국으로부터 지급 없음
▪ 운영사가 운임 수취
▪ 운영사가 정부에 Fee지급
▪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운영의 유연성 가짐
▪ 승객 증가로 수입 확대

▪ Australia, 2004년 이전
Melbourne 트램 및 철도

▪ Amsterdam GVB, Metro
▪ Indore city, 버스
▪ Germany, 가장 최신 지역 철도

계약
▪ Sweden, 장거리

▪ SMRT
▪ MTR (HK, Shenzhen line 4)

R = PSO1 + x% * 운임 R = 운임

▪ Copenhagen Metro
▪ London, 버스 계약
▪ Copenhagen, 버스 계약
▪ Germany, DB와의 철도 계약

다수
▪ Sweden, 지역 철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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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주 후 자력으로 수익성 제고가 매우 어려우므로, 유리한 협상을
통해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함

100

페널티
리스크

?

성과급
잠재력

6

고정 수입

Stockholm MTR 사례

자료: 문헌조사, 인터뷰

14

리스 비용

급여

19

31

36

기타
비용

유지보수

노조가 고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원 또는 급여
감축의 여지 제한적

실질적으로 고정

정비의 신뢰성 및
빈도가 계약 상
요건으로 정해져
있어서, 비용 절감
영역을 찾으려면
막대한 노력 필요

비용 구조
총 비용 대비 %

▪ 고정 수입 외에 성과급은 최대 6% 수준임
▪ 많은 항목에서 운영사 성과를 측정하며, 

일부 지표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페널티
부과 가능:
– 승객 수
– 수용능력 배치
– 정시 운행
– 역사 및 전동차 청결도
– 서비스 담당자 태도
– 고객 만족

O&M 프로젝트: KSF

고정 수입이며 비 운임 수입 여지 없음 반면 비용 감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

O&M의 경우
Upside 

잠재력보다
Downside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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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TM 재무성과

USD 
(Mn)

MTR은 멜버른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대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
비용상승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여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흑자 운영에 성공함

자료: 문헌조사, 인터뷰

1 MTM은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가 및 감가상각 비용은 가정하지 않음
2 호주 법인세율 30% 적용
3 MTR, John Holland, United Rail Group 사이에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60-20-20으로 수입을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

32
42

10

MTR의 총 투자자본MTR 제공 대출MTR 지분투자

42

13

12

17

MTR 지분JV 파트너
지분3

세금2MTM 
EBIT1 2010

EBIT 
마진1

4.5%

ROIC:
~40%

강력한 대 정부 관계 구축

▪ 8년 이상 지하철 업그레이드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USD 500Mn 많은 USD 18억의 정부
자금 확보

▪ 최장 2017년까지 매년 USD 200Mn 규모의
지하철 업그레이드 감독

“순수 O&M” 이상의 추가 서비스 제공

▪ Victorian Transport Plan과 병행 작업에서
MTM은 38개 신규 열차의 테스트, 시운전, 운행
개시를 감독함

▪ MTM은 Comeng 열차의 공조장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USD 100 백만 규모의 전동차 프로젝트
수주 합의

▪ 비 운임 수입 창출에서 MTR의 국제적 전문성을
활용한 역사 재개발 프로젝트

MTR이
파악한
잠재
이익률
저하 요인

▪ 철도 산업 내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제1세계 국가의 제3세계 철도 시스템”이라고
명명함; 업그레이드 요구 재평가 이후, USD 500 백만의 자금 추가 요청

▪ 광범위한 전면 보수로 인해 최초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정시운행 달성 실패

▪ MTR은 홍콩에서 막대한 관리 데이터 및 조사 사료를 활용하여 운영 기량을
구축했으나, 기존 Melbourne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음

▪ MTR HK의 현대적인 시스템과 MTM의 낙후된 시스템 사이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전직 지하철 Managing Director였던 Simon Lane 재고용

▪ 2009년 Connex의 부실한 지하철 서비스는 노동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여겨졌고, 후속
운영사를 MTR로 대체하고자 하는 동기의 일부가 됨

▪ 2011년 새로이 선출된 자유당은 MTM의 부진한 운영 성과를 비슷한 부담으로
받아들이며, 노동당 시절의 유산이라는 딱지를 붙임

기존 인프라의 정비 소홀 범위 과소평가

현지 정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지형의 예기치 않은 변화

국내 시장 (HK)에서 Melbourne으로 스킬
이전 가능성 과대평가

O&M 프로젝트: KS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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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이익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장특성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특성 컨설팅/엔지니어링 선도 업체의 재무 현황

작은 프로젝트 규모

고정 인건비의 높은 비중

수요의 높은 변동성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건당
수억원 선에서 Fee를 지급한다. 지하철
자체를 직접 운영하는 Greefield / O&M
프로젝트 대비 이익규모가 현저히 작다.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Greenfield 프로젝트 발주 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Greefield
프로젝트는 매년 10개 내외로
발주되며, 발주 개수의 변동성도 매우
큰 편이다.

지하철 운영과 달리 인프라 등에 대한
Capex 투자가 필요 없지만, 항상
전문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매출의
30~5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년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7

17
18

10 20112009

Systra 운영 이익규모 및 이익률
EUR mn

11%
9%

3%

▪컨설팅/ 엔지니어링
선도업체조차
이익규모가 100~200억
수준으로 운영사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기 부족함

▪연도별 이익률 변동성도
매우 커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역할하기
어려움

▪단, 철도 건설/운영이
Main business로
엔지니어들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Portfolio의 일부로
컨설팅/ 엔지니어링 사업
가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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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인천공항은 컨설팅 및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인 해외 리테일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해외 리테일 사업의 전략적 로드맵

High

Low

Low

요구
역량
수준

해외 공항
지분 투자

리스크 수준

High

……

운영
컨설팅

서비스
컨설팅

리테일
컨설팅

파트너십

Fee-based 
외주관리

1

2

인천공항의 중장기 목표인
해외공항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를 위해서 컨설팅 및
파트너십을 통해 필요 역량
단계적 구축

– 리테일 컨설팅을
시작으로 컨세션
관리/운영 외주사업
등을 통해 리테일 역량
강화 가능

– 컨설팅을 통해 기초
역량을 확보 후
파트너십을 통해 역량을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 확대 가능

1

2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장특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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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인천공항은 내부 인력 교육 및 외부 인력 조달을 통해
해외사업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며…

▪ 리테일 및 해외근무를
선호하는 충분한 수의
인력 확보

▪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 ICN 리테일
아카데미)

▪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
개발 및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경험에 대한 내부
공유 및 전파 시스템 구축

▪ 리테일 스킬 구축 및
이전을 위한 제휴 공항들

▪ 리테일 운영 역량 필요시
국내 리테일 사업자 (예. 
롯데, 신라) 또는 리테일
컨설팅 업체

▪ 시공사 (예. 삼성물산)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장특성

11

경력직 채용

내부 인력 경쟁력 강화

인수/JV

관련 업체들과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으로 유명한
리테일 컨설팅 업체

필요 역량
구축 방안

▪ 해외 리테일 사업 경험 보유
인재 또는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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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사업기회 발굴부터 선정, 실행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접근하고 있음

선정
사업 모델

▪ 해외 사업 부서
▪ 마케팅팀의 지원

▪ 의사결정체 (경영진)
▪ 해외 사업 부서
▪ 마케팅팀의 지원

▪ 전담 프로젝트 팀
▪ 해외 사업 부서 및 마케팅팀의

지원

실행

▪ 입찰 관련 자료 검색 (예.
ACI, DFNI, MoodieReport)

▪ 보도자료 및 공항사이트
검색

▪ 컨퍼런스 참석
▪ RFP 및 네트웍 활용

▪ 팀 구성 (예. 내부팀, 채용, 
적합한 업체와 파트너십)

▪ 작업 방식 설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선, 일정, 최종
산출물)

엄격한 선정 기준 적용:
▪ 재무 성과
▪ 리스크 수준
▪ 역량 부합도 및 노하우

개발 가능성
▪ 자원 가용도
▪ 미래 사업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 확장 가능성

▪ 타겟 공항과 관계 구축 후
기회 탐색
– 개선 또는 협력 분야

파악/평가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컨퍼런스, 
네트워크)

기회 발굴

컨설팅과
리테일 외주
관리

JV/파트너십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새롭게 개발된 역량을 업무, 툴 개발, 교육을 통해 강화
선정 기준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재평가

담당자
(리테일 경우)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장특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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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해외 철도사업을 통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적/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모델 확장이 필요하며…

실행사항

차후 단계를
위한
준비사항

▪ 장기적 타겟 시장 선정 및
잠재발주처 파악

▪ 타겟 잠재발주처를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컨설팅 프로젝트
수익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 컨설팅 과정을 통한 잠재
발주처 니즈파악 및 관계구축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한 잠재
발주처와 관계 구축 (=컨설팅
First)

O&M 프로젝트를 통한 Global 
presence 구축

Phase1

Phase2

Greenfield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사업 수익성 극대화

Phase3

▪ 서울메트로가 참여 시 기존 대비
잠재 이익률 저하 리스크를
파악해 참여의사 결정

▪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를
구축한 발주처를 타겟으로 O&M
프로젝트 수주

– 적자운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Fee-based O&M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집중

▪ O&M 프로젝트 운영을 바탕으로
Global track record 구축

▪ O&M 프로젝트 수주 시 적자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사업 운영 효율 극대화

▪ 타겟 시장에 상주 영업팀을
구축하여 정보 수집 및 시장
파악

▪ 비운수 사업역량 극대화

▪ 국내/외 잠재적 컨소시엄
파트너 물색 및 관계 구축

▪ 타겟 시장에 상주 영업팀을
구축하여 정보 수집 및 시장
파악

▪ 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 대상으로 예상 승객 수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P&L
파악 후 참여의사 결정

▪ 기 구축된 잠재 발주처와의
관계 및 Global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Greenfield 프로젝트
수주

– O&M 프로젝트 대비
이익률이 높음

▪ 지속적 역량 및 입지 강화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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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해당 과정에서 시정부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Track record 확보가 이뤄져야 함

서울메트로의 해외철도사업 Track record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함

타 도시와의 관계를 활용한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

단기적 시정부와의 협조

장기적 중앙정부와의 협조

정부의
철도사업
관심도 증대

정부의 지원
역할

정부 협조를
위한
서울메트로
역할

▪ 세계 철도시장 성장에 따라 발전사업 등 타 SOC 사업 대비 국가 및
시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SOC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동남아 및 중동에서 전기발전 및

지상도로 인프라 구축이 성숙 단계에 접어듦
–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예. 인구집중, 혼잡도 증가 등) 

발생함에 따라 도시교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의 타도시와의 외교관계를
활용해 잠재 발주처와의 관계
구축 지원 및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자매도시 등 서울시와 타

도시간의 외교관계 활용 가능
– 서울시 교통시스템 및

서울메트로의 기술역량 홍보

▪ 국가 차원의 원조에 (예. 차관제공, 
무상원조 등)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컨소시엄의 Greenfield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재경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수출입은행의 자금원조 가능
– 일본이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모델

▪ 컨설팅 역량 배양 (예. 외국어)
▪ 타겟 시장에 대한 자매도시

체결 건의
▪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운영사와의 협업을 통한 서울의
교통시스템 홍보 자료 제작

▪ 장기적으로 세계 선도사 수준의
역량 확보

▪ 국내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철도시장의 성장성 및 매력도 강조
–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일본 정부는 타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철도사업 개발권을 일본
컨소시엄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외교를
진행함

히타치 /스미모토 컨소시엄의 베트남
호치민 1호선 프로젝트 수주 사례

▪ 일본정부는 베트남 호치민 1호선
건설에 약 650억엔을 (한화 약
7,000억원) 차관으로 제공함
– 2007년 200억엔 (이율 0.4%)
– 2012년 450억엔 (이율 0.2%)

▪ 이에 대한 조건으로 스미토모와
히타치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수주 (Procurement Japan tied)
– 스미모토: 1호선 건설 담당
– 히타치: 전동차,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 공급

타국 자금지원을 (예.차관) 통한 국내
컨소시엄의 Greenfield 프로젝트
수주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장특성

11



| 152

[Back-up] 해외 철도사업 진출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역량 육성이 필요함

Greenfield

Profit 
share
O&M

Fee-based
O&M

엔지니어링/
컨설팅

운영

사업모델 설명

▪ 해외 철도 신규
건설/개발 프로젝트
시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지하철 운영/유지
보수 역량 전수

선도사 현황

▪ SYSTRA
– ~50여년간의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직원 수
~900명,연간 ~2500억 수준 매출 규모임

– 그러나, 운영이익은 ~200억 규모로
제한적임

▪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철도가
운영사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

▪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고정액을 획득

▪ SMRT
– 20여년 이상의 지하철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중동(두바이 등) 지역 지하철
운영사로 진출

– 연 이익률은 5% 미만으로 적은 편이나, 
요구인력 및 투자규모 또한 적음

▪ 해외 철도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에
운영사로서 참여함

▪ 지분률에 따라
운영수익의 일부를
획득

▪ MTR
– 높은 수준의 운수사업, 부대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역량과 중국어/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Greenfield 
프로젝트에 참여

– 평균 10~20%의 높은 이익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철도의
운영사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

▪ 운영성과에 따른 흑자, 
적자를 모두 부담

▪ MTR
– 높은 수준의 운수사업 역량과 영어 및 영국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국, 호주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

– 평균 1~2%의 낮은 이익률을 보이며, 특히
Stockholm에서는 적자 운영 중에 있음

필요역량

▪서비스 질 및 이익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역량

▪상가, 광고, 부동산 개발 등
비운수사업 역량

▪현지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

▪풍부한 자금력

▪높은 수준의 운영 효율성 및
높은 영업 이익률

▪현지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

▪현지 영업력 및 정보수집력

▪발주처와의 협상능력

▪신식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Track record
▪현지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

▪현지 영업력 및 정보수집력

사업다각화/지하철 운영역량 활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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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해외 Greenfield 사업모델은 이익률이 가장 높지만 자금력, 
운수/비운수 사업역량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함

… 서울메트로와 경쟁사와의 역량 Gap이 매우 커 단기적인 진입이 어려움Greenfield 프로젝트는 높은 이익률을 보이지만…

사업다각화/지하철 운영역량 활용

▪ 신규 지하철 시스템 구축이므로, 최적의 가격 / 
노선 / 역사위치 결정 가능

▪ 운영사가 각종 부대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프로젝트
매출
USD mn, 2010

EBIT margin
Percent, 2010

7

120

116

2,030

15

3

36

Beijing L4 -
MTR

Shanghai 
Shentong

Shenzhen 
L4 - MTR

MTR HK

2011년부터 운영
시작. 향후 5~15% 
이익률 예상

운영 첫해임을
고려할 때
높은 이익률임

필요역량 설명 서울메트로 경쟁력 수준

자금력

운수사업
역량

부대사업
역량

역세권
개발사업
역량

언어 및
문화이해

▪ 약 5~10%의 지분참여 없이
컨소시엄 참여 어려움

▪ 지분 미 투자 시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이익률이 매우 낮아짐

▪ 발주처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증명해야 함

▪ 투자자에게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야 함

▪ 투자자에게 리테일, 광고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한 매출
창출 가능성을 증명해야 함

▪ 투자자 및 발주처에게 역세권
개발사업 경험 및 성과를
증명해야 함

▪ 현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
필요

▪ 투자여력 매우 제한적
▪ 일본 상사와의 파트너쉽에서

발생하는 효과도 제한적임
– 세계 철도시장에서 일본

상사는 Top-tier player가
아님

▪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률
매우 낮음

▪ 경쟁사 대비 부대사업
비중이 낮음

▪ 역세권 개발 경험 전무

▪ 의사소통 역량 및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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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운수사업 중심의 Profit sharing 운영 사업모델은 리스크 대비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운영 효율화 달성이 전제되어야 함

O&M 프로젝트 이익률O&M 프로젝트 특성

사업다각화/지하철 운영역량 활용

1

2

3

운수사업의 이익률 개선이 사실상 어려움
▪ 거의 모든 발주처에서 운임 인상을 제한
▪ 노선, 역사 위치 변경 등 승객수 증대를

위한 핵심 Initiative 실행 어려움
▪ O&M 프로젝트는 유럽, 북미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인건비 감축이 어려움

부대사업 미발주
▪ 부대사업은 이익률이 높으며 사업 운영을

위한 역량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거의 모든 발주처가 리테일, 광고사업 등

부대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

역세권 개발 미발주
▪ 이미 역 주변 부동산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개발 여지가 없음
▪ 유휴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

운영사에게 사업 개발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뭄

프로젝트
매출
USD mn, 2010

EBIT margin
Percent, 2010

Zurich ForchBahn

Veolia Transport 

Sydney mono rail 
+ tram ways 
(Veolia)

Keolis

Stagecoach –
UK rail

Amsterdam 
(GVB)

Melbourne (MTR)

Stockholm (MTR)

500

1,578

5,467

7,686

301

370

6

944 5

2

9

4

2

1

2 2

-0.2

O&M 프로젝트는 높은 수준의 운영역량을 바탕으로
운수사업의 이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O&M 프로젝트는 Greenfield 프로젝트
대비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 철도사업 전문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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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세계 선도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갖춘 홍콩 MTR 또한
Profit sharing 운영 프로젝트에서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음

O&M
Greenfield

 영국: London Overground Rail Operations 
Limited(LOROL)의 지분 50%를 보유한
운영사로 사업 참여

 스웨덴: Stockholm Metro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부대사업을 제외한 운수사업 운영만
담당

홍콩 MTR 국내/외 실적

2.8

0.8

2010

56.0

2009

54.7

국내/외 사업별 EBITDA margin
Percent

홍콩 해외1

향후 홍콩 MTR의 해외 O&M
프로젝트 성공 관건은 부대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확보이다. 해당
사업이 허락되지 않는 한 성과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홍콩 MTR 전문가

1 중국 Greenfield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됨

 호주: Melbourne Metro의 60% 
지분을 보유하여 운수사업 운영만
담당 (Capex 투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John Holland와 UGL 에서
담당함) 

사업다각화/지하철 운영역량 활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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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구매방식
개선

조직/운영
효율화

광고 사업

상가 임대
사업

서울메트로 개선안 목차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역사 구조 개선4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외주업무 효율화8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승객 편의
사업

▪ 승객 편의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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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사업 운영 (구두수선 브랜드 / 티켓오피스 / 세탁위탁)

▪ [구두수선 브랜드] 구두수선 브랜드 역내 운영 시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020년 기준 35억~75억의 이익증대 효과가 예상됨
– 일본의 경우, 역내 구두수선 점포가 입점한 것이 일반적이며 점포당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함
– 서울메트로 운영 시 깨끗한 점포환경,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접근성 등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역내 구두수선 점포의 입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티켓오피스] 티켓오피스 역내 운영 시 온라인 예매 채널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020년 기준 30억~50억의 이익증대 효과가 예상됨
– 뮤지컬, 연극, 스포츠경기 등의 당일티켓을 공연장/경기장 인근 역사 및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역사에서 판매 가능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가량이 역내 티켓오피스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탁위탁 사업] 드라이크리닝 역내 운영 시 지상 세탁소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020년 기준 45억~55억의 이익증대 효과가 예상됨
– 역내 크린토피아 등 세탁전문업체가 입점하여 출근시간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퇴근시간에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 (단, 실제 세탁은 외부 공장에서 이뤄짐)
– 기존 세탁소의 배달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1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승객 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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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내 미운영중인 업종은 직영이 적합하며, 기 운영중인 업종은 현
점포들의 매출수준 파악을 통한 흑자여부 확인 후 직영모델 도입을 고려해야 함

직영사업 추진여부 결정 원칙1

▪ 역내 위치 시, 승객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함
▪ 서울메트로 직영 시, 임대료 수익 대비 더 큰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함
▪ 서울메트로 직영 시, 기존 민간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함

1 일본 선도 지하철 운영사의 직영사업 결정 시 판단 기준과 동일함

▪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승객이
역내 입점 시, 편의가 증대된다고
응답함

82
80

41
77

구두수선
티켓
애완견
세탁

이용의사, 퍼센트

▪ 조직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 입점
가능한 민간업체 존재하지 않음
– 오프라인 티켓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브랜드 미존재
▪ 민간업체가 존재하더라도, 직영 시

비즈니스 모델 개선 가능
– 구두수선: 신속하고 청결한

서비스
– 세탁: 맞벌이 가정에게 접근성

강화

▪ 경쟁 브랜드 수준의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확보 가능
– 저가형 커피/베이커리/편의점

제품은 질적 차별화 여지 적음
– 마노핀 성공사례를 볼 때 신규

브랜드도 충분히 인지도 확보
가능함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운데 직영
시, 수익성 창출 가능
– 예 1: 애완견 위탁: 주거지역에

위치한 역사 위주로 월
임대료가 20만원/m2 이하의
공간에 입점함

– 예 2: 구두수선: 역내
유동인구가 집중되지 않는
공간에 총 면적 6m2 수준으로
입점

승객 편의에 기여함 기존 브랜드 수준의 가치 제공기존 사업방식 대비 추가수익 창출

1
2
3

▪ 이미 역내 입점해 활발히 운영 중임

▪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승객이
해당 브랜드 점포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비중 확대 찬/반 여부, 퍼센트

82 18

찬성 반대

▪ 기 입점한 민간업체들도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어 추가수익
창출 여지가 적을 수 있음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들이
많다. 역사에 입점하는 것은
수익성보다 광고효과 때문이다.

- 복수의 편의점/카페/베이커리
출점 담당자

▪ 단, 매출수준 파악을 통해 정확한
적자운영여부 파악 후 최종 결정
필요

▪ 기존 의류 및 화장품 업체 수준의
트렌드 파악역량, 제품기획역량, 
브랜드 인지도 확보 어려움

드라이
크리닝

애완견

티켓

구두
수선

카페

베이
커리

편의점

화장품

직
영

의류

조
건
부

직
영

임
대
유
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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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확보 용이성 및 사업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적합한 직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직영방안 옵션

완전직영

Franchiser

JV

Franchisee 

설명 장점 단점

▪ 점포를 100% 
소유하여
구매/조달, 물류 및
점포 관리를
독자적으로 진행

▪ 구매/조달, 물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가맹점주를 활용해
점포 관리

▪ 제3의 업체와
합작하여 운영

▪ 민간
Franchiser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로서 점포
관리 담당

▪ 사업 성공 시 가장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가맹점주와 사업
리스크 공유 가능

▪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빠른 점포 확장
가능

▪ 합작 업체로부터
효과적인 역량
전수 가능

▪ 인력 확보 외에
별다른 역량이
필요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높음

▪ 사업 리스크가 가장
큼

▪ 역량 확보 및 점포
확장에 많은 자본과
시간 투입 필요

▪ 가맹점주와 이익을
분배해야 하므로
이익수준 저하

▪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맹점주 확보
어려움

▪ JV 업체 선정 및
합의가 어려움

▪ 담당 업무가 점포
관리에 그치기
때문에 역량 전수가
어려움

주요 적용가능 상황

▪ 경쟁브랜드 수준의 독자적인 역량
확보가 용이할 경우

▪ 사업 운영 및 확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 경쟁브랜드 수준의 독자적인 역량
확보가 용이할 경우

▪ 사업 운영 및 확장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 수익성이 일정부분 보장되어
가맹점주 확보가 용이할 경우

▪ 경쟁브랜드 수준의 역량 확보가
독자적으로 어려울 경우

▪ JV 의사를 갖춘 민간업체가
존재할 경우

▪ 경쟁브랜드 수준의 역량 확보가
독자적으로 어려울 경우

▪ JV 가능 업체가 없거나, 
Franchisee 방식으로도 충분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경우

R
isk / R

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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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외부 전문인력의 집중 조달이 필요한 업종 직영 시, 
장기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영 시, 자회사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단,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도쿄메트로 자회사
설립 원칙

▪ 전문역량 조달이 중요
– 외부 민간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하며, 내부 인원이
단시간 안에 확보할 수 없는
전문역량이 필요할 경우

▪ 인력의 탄력운영 필요
– 성과에 따른 인력 수 조정이

필요하며, 다수의 외부
계약직 운영이 필요한 경우

▪ 독자적 평가/보상 시스템 필요
– 업종 운영에 본사의

평가/보상 시스템과
달라져야 할 경우

1

2

3

도쿄메트로 자회사 운영 현황

▪ Metro Service: 세탁서비스, 
가정부사업 운영

▪ Metro Food Service: F&B 사업
및 건강관련사업 운영

▪ Metro Development: 
부동산개발사업 운영

▪ 그 외 경정비, 청소 등 운수사업
관련 자회사 존재

전
문

인
력

중
요

도
탄

력
운

영
필

요
도

독
자

적
평

가
/  

   
   

  
보

상
시

스
템

필
요

도

직영: 
신규업종2

직영: 
기 운영업종1 임대사업3

▪ 민간업체와의
경쟁 치열함

▪ 소비자 Trend 
파악, 물류 등
전문역량 필요

▪ 민간업체와의
경쟁 적음

▪ 전문역량이
필요한 기능이
없음

▪ 메트로의
독점사업임

▪ 업종 기획 외
전문역량 필요
없음

▪ 아르바이트생
다수 필요

▪ 고객 집중도 및
운영시간에
따라 필요인원
변동성 큼

▪ 아르바이트생
다수 필요

▪ 고객 집중도 및
운영시간에
따라 필요인원
변동성 큼

▪ 업무의
연속성이
강하며 고정된
인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모두 매출 성과와 개인 평가/성과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필요함

▪ 하지만 현 일반적인 서울메트로 평가시스템은
매출성과와 관계없는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기부여 어려움

자회사 지배체계 구축

성과시스템 운영 감독 시스템

본사인력 비중 확보

▪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운영방향성 및 안전/서비스질
등을 훼손할 수 있음

▪ 자회사의 운영을 감독/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임

▪ 성과급 결정 시, 서울메트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및 최대한도 설정 등 필요

▪ 자회사 운영 실패 시, 내부이관
필요함

▪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사인력이
상시 자회사에 배치되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중요도 높음 중요도 낮음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중요도 높음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1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 2 드라이크리닝, 애완견위탁, 티켓오피스, 구두수선 등 3 기존 상가임대사업

▪ 직영 시, 자회사를 통한 사업운영을 통해 장점 확보 가능
▪ 단, 현 임대사업은 본사 차원의 운영이 바람직

승객 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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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구두수선은 집객효과가 큰 지하철 운영사와의 시너지가 가장

크고 역량 확보가 용이한 업종임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80%가 역사 내 구두수선 점포 입점을

선호
▪ 현 구두방은 지상의 도보환경을 저해하므로 점차 줄이는 추세임
▪ 일본에서는 구두수선 점포가 평균 2~3억원의 매출을 창출함

일본 지하철 운영사의 구두수선 체인 운영

지하철
운영사와
의 시너지

차별화된
가치제안

▪직장인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신속한 수선, 
깨끗한 분위기의 가치 제안 전달

– 5분 내 수선 완료: 신식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바쁜 직장인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받도록 함

– 깨끗한 분위기: 깔끔한 인테리어 및 유니폼을
입은 점원을 통해 깨끗한 분위기 조성

▪도쿄메트로가 구두수선 체인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ODAKYU는 직접 체인을 운영하는 등
시너지 존재

– 지하철 내부 유동인구 활용 가능
– 역량 확보 용이 (1개월내 완벽하게 교육 가능)

아이디어 소개

▪ 역 외에 위치한 구두방을 대신하는
구두수선 체인을 직접 출점하여 운영
– 구두수선 기기를 활용한 “5분 내 수선”

및 “깨끗한 인테리어”를 강조
▪ 기존 구두방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 구두수선 체인
운영자로 활용
– 가맹점주 혹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존 소득 수준 보장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15 기준)
▪ 운영 점포 개수: 30개 (미니샵 활용)
▪ 점포당 매출: 1억~1억5천만원
▪ 점포당 인건비: 3,000만원
▪ 점포당 임대비용: 2,160만원 (면적 6m2)

2020 35 75

2015 5 10

HighLo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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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서울시 소상공인과 및 기존
구두방 운영주들과의 협의

▪ 기존 구두방 운영 소상공인을 구두수선 체인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 수립
– 구두수선 점포의 가맹점주로 선정하거나, 

계약직 점원으로 고용하여 기존의 소득 보장
– 현재 도로 위에 있는 구두방은 도보환경을

저해해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므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구두방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임

▪ 시민의 편의성이 증대됨을 커뮤니케이션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응답자의 80% 

이상이 구두수선 점포가 역사 내에 입점하는
것을 선호함

승객 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검토된 내용 없음 (구두수선
사업은 검토한 적 없으나, 
커피 전문점, 제과점 직영
검토 후 사업성 없다고
판단하여 중단됨)

▪ 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2015년 약 30개)

▪ 2015년까지 개발될 약 50여 개의 미니샵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출점

▪ 역사 내 비인기 위치를 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
확보가 용이해짐
– 구두수선 점포는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주목도 및 가시성이 높은
장소에 위치할 필요 없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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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이용의사
없음

23

월 1회

24 월
2~3회

37

월 4회 이상15

▪ 사회 트렌드 변화로 세탁서비스 시장 확대 예상 (2011년 기준 1.5조원)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로 세탁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
▪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세탁물을 손쉽게 맡기고

퇴근길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외사례

– 홍콩 MTR: 프랜차이즈 Clean Living이 총 4개 주요 역사에 입점

설문조사 결과, 역내 세탁 (드라이클리닝)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큼

지하철 역사 내에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제공 시 얼마나 자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출퇴근 지하철 이용 승객 대상)
N=274, %

▪ 주 몇 회 정도
이용하시겠습니까?
– 주 평균 1.6회

▪ 평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맡길 때
돈을 얼마 정도
쓰십니까?
– 평균 12,000원

2020 45 55

2015 5 10

HighLow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 원

▪ 출근 시간대 탑승객 (직장인 가정)으로 제한
▪ 드라이클리닝 이용의사: 주 평균 1.6회
▪ 1회 사용 드라이클리닝 가격: 6,000원

– 설문조사 지불 의사 금액인 12,000원의
50% 수준. 동네 세탁업체 가격의 50%

▪ 업무자재, 소모품비: 매출의 60%,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역당 5500만 원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아이디어 소개

▪ 역사에 세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손쉽게
세탁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오전에 세탁물을 맡기면 저녁/익일에 해당

역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
▪ 세탁물 수거와 세탁 서비스를 이원화 함

– 메트로에서는 세탁물 수거만 담당
– 파트너사는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

처리한 후 역사 센터로 배송
▪ 가격은 시중 프랜차이즈 최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지역 세탁소의 50~70%)

주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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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주변 지역 세탁업체
들과의 협의

▪ 지역 세탁업체에게 일부 세탁 위탁
– 경쟁입찰을 통해 세탁물의 30%를 2군데 지역

세탁업체에 위탁
▫ 경쟁입찰은 역 주변 업체에 모두 기회를 열어두되, 

추후 품질 검사에서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가
재선정됨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
부여

–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시 세탁업체 책임
분담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검토된 사항 없음

▪ 세탁 품질 관리 ▪ 업체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주기적인 검사 시행
–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지닌 업체를 우선 선정
– 주기적으로 시에서 위생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현장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업체 과실로 인한

품질 민원이 5회 이상 발생시 경고 조치, 지속적으로
이슈 발생시 계약 해지함

▪ 역사 내 입점 공간 확보 ▪ 용역창고,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입점 공간으로 활용
– 주변 상가 임대료와 비교하여 이익이 높은 경우에만

입점을 결정
– 세탁 위탁 서비스 운영 수익이 상가임대 수익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기존 상가에 입점
▪ 의류 수납 공간을 줄이고 옷을 고객안내센터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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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역사 내 세탁 위탁 서비스] 사업 계획서

목차

사업의 배경 및 사업모델 설명
– 본 사업의 배경
– 사업모델 설명

본 사업의 타당성
– 시장 및 경쟁환경 분석
– 소비자 니즈 분석
– 수익성 분석 (매출 및 비용구조 분석)

본 사업 관련 리스크 및 경감방안
– 본 사업에 수반되는 리스크
– 주요 리스크의 관리방안

본 사업의 실행주체 및 로드맵
– 사업 실행 주체의 구성 및 역할
– 사업 실행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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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배경 및 사업 모델

사업 모델배경

▪ 사회 트렌드 변화로 세탁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됨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로 세탁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

▪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세탁물을 손쉽게 맡기고
퇴근길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외사례
– 홍콩 MTR: 프랜차이즈 세탁업소

Clean Living이 총 4개 주요 역사에
입점
▫ MTR Central Station, Tung Chung 

MTR Station, Tiu Keng Leng
Station, LOHAS Park MTR Station

▪ 역사에 세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 직장인들이 손쉽게 세탁물을 맡기는 서비스
– 오전에 세탁을 맡기면 저녁/익일 혹은 이틀 후에 해당

역사에서 받는 서비스
– 세탁물 수거와 세탁 서비스를 이원화 함

▫ 메트로에서는 세탁물을 수거만 담당
▫ 파트너사는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 처리한 후

역사 센터로 배송
–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길에 세탁물을

손쉽고 빠르게 맡기고 찾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함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 가능

▪ 전문업체 (70%)와 지역 세탁소 2군데 (30%)를 공개
입찰로 파트너 선정
– 수거한 세탁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수수료(매출의 약 60-65%)를 지불
– 지역업체 계약기간을 제한하여 다수 업체 기회 제공
– 세탁기능사 자격증, 위생 교육, 품질 테스트 통과

업체 우선 선정. 추후 현장 정기 검사 미통과 혹은
업체 과실 품질 민원 5회 이상 발생시 패널티 부과, 
이후 지속적인 이슈 제기시 계약 해지

▪ 기존 세탁소 비교하여 차별화 전략
– 시중 최저가 프랜차이즈 업체 수준 가격
– 출퇴근 길에 위치한 용이한 접근성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 공기업 이미지 활용한 높은 브랜드 신뢰도

▪ 성공적으로 사업 확대시 직접 세탁처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 증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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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사업모델 소개

서비스 주체

역사 서비스
센터

고객

세탁 공장

100

30~35

인건비 (메트로), 
수송비, 세탁비, 
물품비 (세탁업체)를
제외한 최종 마진율
약 30%~35%

세탁업체
세탁업체

세탁물 처리

메트로

세탁물
접수

세탁물
수거 및
보관

세탁물
배달

세탁물
반환

세탁물
운송

세탁업체
수익 공유율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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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입점 역사 목록 선정 절차

타겟 지역 선정 수익성 평가

▪ 세탁 위탁 서비스 업체 입점 시 수익성
계산
–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당 역사의 수익성 가능 범위 선정
– 유동인구 및 역 특성을 고려하여

집객 및 분산 효과를 계산
▫ 예. 환승역의 경우 승객 집객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동인구를
절감하여 계산

– 시민의사 및 수요 공급을 고려하여
계산

▪ 주요 비용을 제외한 이익과 입점 장소의
임대료 비교
– 입점 장소의 가능 임대료가 이익보다

높으면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가능하면 현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입점

▪ 직장인 주거 밀집 지역 (예. 잠실, 사당)
– 출발역까지만 세탁물을 가져 가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서 자택까지 가져 가면
되는 주거지역이 가장 적합함

– 버스 등 타 운송수단으로 이동하다가 환승하는
경우보다는 도보로 이동한 최초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 유리함

–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정장을 출퇴근 길에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
▫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쉽게 출근길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세탁소의

배달 및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직접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필요가 있음

▪ 싱글 직장인 및 대학생 거주 지역
(예. 신림, 서울대입구)
– 편의성을 추구하거나 세탁물을 맡겨주거나 받을

가족이 없는 싱글 직장인 및 대학생들이 밀집된
지역

– 서비스 편의성 및 가격에 좀더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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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입점 역사 선정 – 상위 20개 역사 선정 예시
우선시행 역사

출근 시간 승차인원
상위 역사

출근 시간
승차인원
2012년, 명

퇴근시간
하차인원
2012년, 명

역사별 연 최
소 이익
2013년, 억 원

연 평균 임대료
(세탁사업 공간
면적 기준)
2013년, 억 원

1 2 3

▪ 출근시간 (오전 6시~9시)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상위
역사들을 주거중심형 역사들로
선정
– 출근시간대 승객을 잠재

고객으로 가정
– 퇴근시간 하차인원에는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가 등을 위해 다른 역에
이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근 승차 인원을 우선으로
함

▪ 퇴근시간 (오후 6시~9시) 하차
인원과 차이가 큰 역 제외
– 하차 인원이 승차인원 대비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에 부적합하므로 대상
역사에서 제외

▪ 해당 역사의 이익과 평균
임대료를 비교하여 이익이
임대료 이상인 경우만 사업 진행

1

2

3

9,957
10,998
11,153
11,243
11,502
11,608
11,955
12,453
12,460
14,052
15,197

16,564
17,204
17,530
17,993
18,131
18,914
19,027
20,236

31,898

16,078
9,350

7,691
18,870

8,723
7,694
8,784

11,722
9,512

14,201
13,083

13,963
11,578
15,223
18,769

16,195
18,544
17,018

24,124
26,859

2.0
2.3
2.3
2.4
2.4
2.5
2.6
2.7
2.7
2.8
3.1
3.5
3.3
3.4
3.5
3.6
3.8
3.8
4.1

6.6

0.3
0.5
0.8
0.5
0.5
0.2
0.8

0.5
0.3

1.0
0.6
0.3
0.4

1.0
1.4

1.9
1.8

1.0
0.7
3.1▪ 신림

▪ 사당

▪ 구로디지털단지

▪ 잠실

▪ 서울대입구

▪ 신도림

▪ 수유

▪ 쌍문

▪ 연신내

▪ 미아삼거리

▪ 강변

▪ 낙성대

▪ 창동

▪ 길음

▪ 상계

▪ 신대방

▪ 서울역

▪ 봉천

▪ 대림

▪ 건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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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입점 가능한 유휴 공간 – 사당역 예시

최적 입점 장소

사당2역 대합실 중간(4호선 대합실 방향
모서리)
▪ 약 12m2 면적
▪ 4호선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음
▪ 대합실에서는 보이지 않고 장소가 삼각형

형태임
▪ 승객 동선을 방해할 수 있음

사당2역 14번 출구 방향
세븐일레븐 옆 빈공간

▪ 약 10m2 면적
▪ 유동인구가 많음
▪ 전기시설 및 ATM 이전

비용이 높음

사당2역 2번 출구 방향 소노야 옆 빈 공간
▪ 약 6m2 면적
▪ 유동인구가 많음
▪ 일부 전기 시설 이동이 필요

사당2역 만남의 장소 중간
(7번 출구 방향) 용역창고
▪ 약 12m2 면적
▪ 4호선 및 출구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음
▪ 대합실에 위치하여 승객들에게 잘

보임
▪ 기존 용역창고를 개조하므로 추가

소요비용이 적음
▪ 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하 1층 고객 안내센터를 개조하여

용역창고로 활용 가능 (뒷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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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최적 입점 장소의 기존 기능(용역 창고)을 대체할 공간이
존재함 – 사당역 예시

▪ 약 12m2 면적
▪ 넓은 공간이 안내 센터로 사용되고 있어 용역 창고로 활용 가능함
▪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조 비용이 적음

지하 1층 상가층 고객 안내 센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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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시중 세탁소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 제공

사업 모델

와이셔츠

아웃도어

신발, 구두, 가방

정장, 코트

당일 세탁

익일 세탁

영업 시간

가격표

1,000원

10,000원

3,500원/5,000원

5,000원

50% 추가 요금

500원 추가 요금

평일: 오전 6시~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오후 8시

▪ 가격은 크린토피아 등 시중 프랜차이즈
최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 동네 세탁업체 가격의 50~70% 수준

▪ 와이셔츠, 아웃도어, 신발, 가방, 정장, 
코트 세탁 위탁 서비스 제공
– 다른 종류의 빨래(이불, 가죽,교복

등)도 가능하지만 주타겟은 아님

▪ 세탁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
– 당일 세탁: 50% 요금 추가
– 익일 세탁: 500원 요금 추가
– 그 외는 기본요금 부과

▪ 영업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이른
오전에서 늦은 저녁까지 유지
– 평일과 주말 시간대 이원화
– 평일은 출퇴근시간에 인력 집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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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통일된 브랜드 로고 및 포장으로 신뢰도 구축

예시 ▪ 감각적인 로고 디자인
– 깔끔하고 단순하면서도 젊은 감각의 로고를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각인
– 통일된 로고를 활용, 일관성 있는 이미지 제공
– 브랜드 신뢰도 상승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브랜드
– 시민이 브랜드의 주인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
–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공공기관, 역사 내 노출하여 브랜드 이미지 홍보

▪ 서울메트로의 정체성 반영
– 서울메트로를 나타내는 디자인

▫ 메트로 CI 기본 색 활용
▫ 1~4호선의 색 활용 가능
▫ 지하철 모양의 디자인 가미 가능

– 브랜드 신뢰도 향상

▪ 통일되고 선명한 디자인의 옷걸이 포장 비닐 사용
– 서비스 업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게 브랜드

표시
– 시민들에게 브랜드 홍보

▪ 고객이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접이식이나 별도의 쇼핑백 제공
– 외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 서울메트로의 정체성 유지
– 메인 세탁 브랜드와 함께 서울메트로의 브랜드를 표시하여 정체성 유지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라인

포장
디자인

예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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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시장 크기 및 경쟁동향 소비자 니즈파악

1 물수건/이불커버 등을 계약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세탁하여 공급하는 업종

주요 가정용 세탁 경쟁 업체 평가

▪ 주 몇 회 정도
이용하시겠습니까?
– 주 평균 1.6회

▪ 평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맡길 때 돈을 얼마
정도 쓰십니까?
– 평균 12,000원

세탁물
공급1 12

가정용 세탁

78

산업용 세탁

10

국내 세탁시장 규모
KRW, 2011
100%=1조 5천억 원

▪ 크린토피아
– 국내 1위 업체 (매출 약 1,400억

원)
– 전국 120개 지사 및 1,900여 개의

가맹점 운영
▫ 본사와 지사, 가맹점, 

협력업체를 합쳐 5000여명의
직원 수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가격 효율화
(일반 세탁소보다 30~50% 저렴)
▫ 본사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바탕으로, 전국 100여 개
공장에서 세탁, 건조, 다림질, 
세탁물 분배 및 포장까지
자동화함

▪ 크린에이드
– 국내 2위 업체 (매출 약 100억 원)
– 전국 300개 이상 가맹점 수
–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세탁물

입출고를 신속하게 관리
▪ 지역 세탁업소

– 시장의 80% 이상이 중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 세탁업소임

월 1회

이용의사
없음

23

24

월
2~3회

37

월 4회 이상

15

지하철 역사 내에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제공 시 얼마나 자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출퇴근으로 지하철 이용 승객
대상)

N=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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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수익성 분석

매출

비용

이익

▪ 시민 편의 증대
정성적
이익

KRW, 억 원

N/A ~71 ~77 ~72 ~70 ~67 ~67 ~64
이익률
(%)

1111110

202019181716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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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매출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20

35
45

20

55

19

40

45

18

45

17

30

35

16

25

15

7
10

2014

2 2

매출 Projection

억 원 세부 가정

▪ 탑승객 수: 선정된 역사의 출근시간대
탑승객 (직장인 가정)으로 제한

▪ 서비스 이용자 수: 탑승객의 33%
– 출퇴근 지하철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제한. 매장을
지나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할인

▪ 세탁 위탁 이용의사: 주 평균 1.6회

▪ 1회 사용 세탁 가격: 6,000원
– 설문조사 지불 의사 금액인

12,000원의 50% 수준. 동네
세탁업체 가격의 50%인 점 감안

▪ 서비스 매장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공통

0 3 8 15 20 25 25 30매장 수

매출수수료 40%

매출수수료 3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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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비용 부문 세부 가정 및 Projection 

OPEX

▪ 렌트
▪ FTE 비용
▪ 각종 Fee
▪ 이자비용

Capex

세부 가정

임대료
▪ 임대료: 고려하지 않음. 역사별

유휴 공간 활용
▪ 점포당 면적: 평균 약 16.5m2  

세부 가정

내외부 공사

전산설비

▪ 점포당 약 2,500만원
▪ 실내 인테리어, 간판, 행거 등

▪ 점포당 약 500만 원
▪ 포스, 영수증 프린터, 싸인패드

등

20

1717

14

10

5

2
0

201918171615142013

1.5

0

1.51.5
2.1

1.5
0.9

0

201918171615142013

억 원

억 원

▪ 인테리어비 (실내
인테리어, 간판, 
행거 등)

▪ 전산설비 (포스, 
영수증 프린터, 
싸인패드 등)

▪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책에
따라 매출의 60~65%
– 업무자재, 소모품비 포함

인건비
▪ 5개 역당 1명 직원이 관리

– 인건비: 연 6000만 원
▪ 역별로 시간제 인원 배치

– 시급 5000원
– 평일 혼잡시간 2~3명 인원

배치, 나머지 시간 1명 배치

세탁비, 
수송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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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주요 리스크 설명 및 관리 방안

▪ 지역 세탁업체에서 역사 세탁 위탁
서비스가 영세 업체들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보일 수 있음

▪ 특히, 지하철역이 주거지역의 거점이
되는 경우 영향을 주는 범위가 더욱
확대됨
– 예. 잠실역의 경우, 주변 송파구

주민들이 2호선을 사용하기 위해
집결하는 중심 역사이므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큼

지역
세탁업체의
반대 우려

▪ 지역 세탁업체에게 일부 세탁 위탁
– 경쟁입찰을 통해 세탁물의 30%를 2군데 지역

세탁업체에 위탁
▫ 경쟁입찰은 역 주변 업체에 모두 기회를

열어두되, 추후 품질 검사에서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가 재선정됨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

–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시
세탁업체도 책임을 분담

설명 관리 방안Risk 

품질 관리

공간 확보

▪ 세탁 품질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발생하고 브랜드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지닌 업체를 우선 선정
▪ 주기적으로 시에서 위생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현장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업체 과실로

인한 품질 민원이 5회 이상 발생시 경고, 지속적인
이슈 발생시 계약 해지

▪ 역사 내 세탁 입점 활용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
– 최소 5평 (약 16.5m2)의 공간이

필요함
– 2,000벌의 의상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함

▪ 용역창고,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입점 공간으로 활용
– 주변 상가 임대료와 비교하여 이익이 높은

경우에만 입점을 결정
– 세탁 위탁 서비스 운영 수익이 상가임대 수익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기존 상가에 입점
▪ 의류 수납 공간을 줄이고 옷을 고객안내센터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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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사업의 실행주체 구조 및 역할

프로젝트 전담 팀 구조

신사업 본부장

사업개발처장

개발과 (2) 관리과 (2)
1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등

▪ 사업 계획

직영운영
TF팀장

▪ 매장 순회 점검
▪ 매장 인력 관리
▪ 수입금, 유통 관리

2

실행 주체 역할 KPI (2014)
▪ 개발과

2명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및 사업
계획

▪ 직영 수입 확대
정도 (기존 상가
평균 임대수익
상회 전제)
– 직영사업

개발건수
– 공간 개발

건수
– 수입금 목표액

설정

▪ 관리과
2명
(탄력적
운영
가능)

▪ 직영 운영 효율화
달성 정도
– 순회점검 횟수

(일 4회 이상)
– 매장 인력

적기 투입률
– 매장 유통

비용 절감률

▪ 매장 순회
점검, 매장
인력 관리, 
수입금, 
유통 관리

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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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구축을 통한 공연 티켓 판매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모름
10아니오

8

네
82

아이디어 배경
▪ 소득수준 증대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형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함
– 2012년 콘서트/뮤지컬 시장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40~60% 성장
– 이에 따라 티켓 예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채널(인터파크)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
– 공연장까지 가야 개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티켓을

모아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의 부재
▪ 미국, 영국은 역사 근처 티켓 오피스를 통해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티켓 오피스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가 큼
지하철 역사에서 티켓판매소를 조성해, 각종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N=500, %

▪ 월 1회 이상 이용: 23%

▪ 분기 1회 이상 이용: 36%

▪ 연 1회 이상 이용: 23%

연 평균 약 4.5회 이용

2020 30 50

2015 10 15

HighLow

아이디어 소개

▪ 역사 내부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해 공연
티켓을 판매
– Traffic이 높은 주요 역사 (예. 강남), 

대학가 (예. 홍대입구), 각종 공연장 인접
역사 (예. 혜화) 위주로 티켓 오피스 설치

– 공연사 (주최사)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 (약 7%) 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특히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수량의

당일 마감 티켓을 50% 할인하여 판매
– 이외에도 일정 수량의 상시 할인티켓을

할당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판매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주요 가정 (’15 기준)
▪ 전체 이용객수 중 타겟 역사 유동인구만 고려

– 상위 30개역 전체의 40% (500만 명)
▪ 티켓 구매 이용의사: 연 평균 2.2회
▪ 1인 1회 평균 티켓 구매 가격: 17,000원
▪ 수수료율: 5~7%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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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공연 주최측과의 협의를 통한
참여 확보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부터 공연 주최측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함

▪ 기존 온라인 채널 대비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
책정

▪ 기존에 처분이 어려웠던 당일 마감 티켓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광고 효과

–프로모션 비용만큼 할인티켓 할당 가능

▪ 다양한 업체의 참여의사 반영

승객 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구축을 통한 공연/스포츠 티켓 판매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메트로 노력

▪ 종합운동장 역을 활용한
스포츠 티켓 판매 아이디어
논의

▪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등 실행을 위한 추진 내역
없음

▪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기존 역사 내 안내데스크 활용 후 사업성이
증명될 시 점포 수 확대

▪ 10m2의 작은 공간으로도 매장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 입점할 수 없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12
승객 편의 사업



| 182

승객 편의 사업 - 배경 및 사업 모델

사업 모델배경

▪ 소득수준 증대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나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형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함
– 2012년 콘서트와 뮤지컬 시장은 티켓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40~60% 성장
– 이에 따라 티켓 예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채널(인터파크)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
– 공연장까지 가야 개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티켓을 모아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의 부재

▪ 미국, 영국은 역사 근처 티켓 오피스를 통해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역사 내부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해 공연 티켓을 판매
– Traffic이 높은 주요 역사 (예. 강남), 대학가 (예. 

홍대입구), 각종 공연장 인접 역사 (예. 혜화) 위주로
티켓 오피스 설치

–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등 공연 티켓 판매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티켓 구매 후 발권 가능

– 메트로에서는 티켓을 직접 판매하고 공연사
(주최사)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 (약 7% 이상) 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특히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Niche market 공략
–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수량의 당일 마감

티켓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 공연사측에서 당일티켓 이외에도 일정 수량의 상시

할인티켓을 할당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판매
▫ 지하철 유동인구에게 공연을 홍보하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협상이 가능
– 사회 문화 소외계층에게 우선 구매권 부여

▪ 온라인 채널과 비교하여 차별화 전략
– 온라인 구매에 거부감을 느끼는 수요 흡수
– 계획되지 않은 구매를 유도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 다수의 유동인구에게 큰 홍보효과 가능
– 당일 마감 50% 현장 할인 티켓 판매
– 공기업 이미지 활용한 높은 브랜드 신뢰도

<런던 레스터스퀘어 할인 티켓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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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입점 역사 목록 선정 절차

타겟 지역 및 고객층 선정 수익성 평가

▪ 역사에 티켓오피스 입점시 수익성 계산
–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당

역사의 수익성 가능 범위 선정
– 유동인구 및 역 특성을 고려하여 집객 및

분산 효과를 계산
▫ 예. 공연 구매층의 이동이 더 잦은 역의

경우 구매 효과 가산
– 시민의사 및 수요 공급을 고려하여 계산

▪ 점포 이익과 입점 장소의 임대료 비교
– 입점 장소의 가능 임대료가 이익보다

높으면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유휴공간 혹은 현재 사용공간을 확장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비교 제외
▫ 매우 작은 면적 (10m2 이하)의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매우 많음(예.고객
종합안내소 확장)

▪ 그 외 역사 주변 상권 조사
– 역사 주변 경쟁업체 유무 조사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 Traffic이 높은 역사의 유동인구 구매 유도
–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공연을 노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고객을 타겟 할 수 있음
▫ 공연사는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적극적으로

메트로와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 (예. 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대신 다수의 할인티켓을 메트로에 할당)

– 작은 공간을 활용하고도 유동인구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용이함

▪ 대학가 및 여가 장소 인근 20~30대 고객 밀집 역사
– 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중

▫ 공연을 선호하지만 프로모션 및 타인의 결정에 따라
공연을 관람하는 고객층

▫ 가격 및 할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고객층
▫ 계획된 구매보다는 충동구매를 하는 고객층

▪ 공연장 주변 역사
– 공연을 보러 오거나 볼 의향이 있는 고객층 대상
– 주변 공연장의 주요 구매창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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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입점 역사 선정 – 상위 역사 선정 예시
우선시행 역사

티켓오피스 입점
상위 역사1

승하차
인원
2012년, 명

인접 대학가, 
여가장소

인접 공연장

▪ 유동인구 상위 역사를 우선으로
선정
– 승하차 인원으로 판단하여

유동인구가 높은 역사
우선시

– 10m2 이하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고객안내센터 활용 가능

▪ 공연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대학생이나 30대
직장인이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선정
– 대학가에 위치한 역사
– 직장인의 데이트 코스에

위치한 역사

▪ 공연장 주변에 위치한 역사
– 공연을 보러 온 인구의

destination point으로 활용
– 티켓 노출 대비 구매율이 더

높은 이점이 있음

1 2 3

1

2

3

1 고객안내센터를 확장하여 티켓오피스를 설치하므로 임대료 비교는 제외

▪ 강남
▪ 서울역(1,4)
▪ 사당(2,4)
▪ 잠실
▪ 신림
▪ 신도림
▪ 삼성
▪ 홍대입구
▪ 구로디지털
▪ 고속터미널
▪ 선릉
▪ 신촌
▪ 종각
▪ 교대(2,3)
▪ 시청(1,2)
▪ 을지로입구
▪ 종로3가(1,3)
▪ 강변
▪ 서울대입구
▪ 역삼
▪ 동대문(1,4)
▪ 압구정
▪ 양재
▪ 건대입구
▪ 혜화 60,099

61,152
61,191
61,560
62,892
65,513
67,920
68,653
70,168
70,929
71,918
74,143
74,446
77,763
77,894
80,190
84,161
89,241
90,155
91,984
94,302
96,295
101,981

122,018
129,354 ▪ 학원가, 대학생 여가지역

▪ N/A
▪ N/A
▪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 서울대학교, 유흥가
▪ 테크노마트, 이마트
▪ 코엑스
▪ 홍익대
▪ N/A
▪ 센트럴시티, 신세계
▪ 직장인 밀집
▪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 종각 젊음의 거리, 유흥가
▪ 서울교육대
▪ 서울광장, 덕수궁
▪ 명동 거리
▪ N/A
▪ 강변 테크노마트
▪ 서울대학교
▪ 직장인 밀집
▪ 동대문 쇼핑센터
▪ 학원가, 가로수길, 로데오
▪ N/A
▪ 건국대, 어린이 대공원
▪ 서울의대, 가톨릭대, 성대

▪ LIG 아트홀
▪ 호암 아트홀
▪ N/A
▪ 샤롯데 뮤지컬 극장
▪ 삼모 아트센터
▪ 테크노마트 공연장
▪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 비보이 공연장, 각종 콘서트
▪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 반포아트홀
▪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 연세 문화예술공간
▪ N/A
▪ 예술의 전당
▪ 정동극장
▪ 명보아트홀, 명동예술극장
▪ N/A
▪ 동서울 아트홀
▪ N/A
▪ LG 아트센터
▪ 두산 아트센터
▪ 윤당아트홀
▪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 돔아트홀 공연장
▪ 서울연극센터, S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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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입점 장소

잠실역 고객안내센터
▪ 중앙 안내소에 티켓오피스

기능을 추가
▪ 중앙 대합실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음
▪ 기존 안내소를 확장 개조하여

한쪽에서는 안내소를 운영하고
다른 쪽에서 티켓오피스 운영

8호선과 2호선 중간 연결통로

▪ 8호선, 2호선 환승
인원이나 롯데월드, 샤롯데
씨어터 방문객에 쉽게 노출

▪ 슈퍼 옆에 유휴 공간 활용
가능

교대방면 개찰구 오른편
▪ 지하철 탑승객에

자연스럽게 티켓오피스
노출 가능

▪ 의류상점과 개찰구 사이
빈 공간 활용 가능

▪ 펜스와 종합안내도 일부를
다른 벽면으로 이동 가능

대합실 시민 휴게공간

▪ 유동인구가 많음
▪ 기둥을 중심으로 티켓오피스

설치 가능
▪ 휴게시설이 중복적으로

배치되어 일부는 다른 장소로
이전 가능

승객 편의 사업 - [예시] 잠실역 – 입점 가능한 유휴 공간

교대방면 개찰구 왼편
▪ 지하철 탑승객에 자연스럽게

티켓오피스 노출 가능
▪ 액세서리 가계와 개찰구 사이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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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186

승객 편의 사업 - [예시] 잠실역 – 고객안내센터 활용 예시

▪ 전광판을 통해 현재
상영중인 공연 목록 및
좌석 상황 표시

▪ 디지털 광고도 함께
상영

▪ ‘공연 할인티켓 판매소’
간판을 설치

▪ 유동인구의 눈에 띄도록
간판 디자인
– ‘당일 티켓 50% 할인’

문구 포함

▪ 현재 상영 중인 공연의
포스터 및 디지털 광고
상영

▪ 여기서 발생한 홍보효과를
통해 공연사로부터
할인티켓 할당

전광판 설치

공연 책자 비치

공연 할인티켓 판매소 간판

공연 포스터 부착

▪ 뮤지컬, 콘서트, 연극
공연별 파트너 업체 표시

▪ 그 외 공연 정보 표시

▪ 티켓을 판매하고 상담을
해주는 인원 배치

▪ 역사별로 1~2명 할당

공연 종류 및 협력 업체 목록 티켓 판매/상담원

▪ 현재 상영작 관련 책자를
비치하여 공연 홍보

▪ 이외에 다양한 공연 관련
책자 비치

현재 역사에 있는 고객안내센터를 확장하여 한쪽에 티켓판매소를 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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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사업 모델 구체화] 타 공연예매 업체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기존 오프라인 예매업체의 가격 할인 전략 및 한계
티켓 판매 사업 차별화 모델

▪ 공연당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파격 할인가로 판매
– 3만원 초과는 1만원, 3만원 이하 공연은 5,000원 판매

▪ 한계: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 및 청소년만 대상

▪ 대학로 소극장 작품 중 당일 티켓판매를 신청한 공연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비지정석을 할인 판매하는 제도

▪ 한계: 할인이 제한적이며 적용되지 않는 공연이 많음

▪ 코레일 (KORAIL): 내일로 티켓 소지시 50% 할인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헌혈증 기부 시 20% 할인 등
▪ 한계: 할인을 받기 위해 다른 조건의 충족사항이 필요함

가격 할인 모델의 종류 및 한계
▪ 좌석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할인과 공연

주최사와의 프로모션 계약을 통해 사전 적용 할인이 있음
▪ 하지만 대상 및 할인 공연이 제한적이거나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많아 할인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불편함

예시

▪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당일 마감 판매 티켓 할인 가능
– 티켓오피스에서 지하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해주는 대신 할인 티켓 할당해주는 시스템
– 할인 티켓 구매가 악용되지 않도록 중복 구매를 차단

▫ 예. 1인당 2매 구매로 시스템 제한
– 실제 런던, 뉴욕 등에서 실시하며 호응도가 매우 높음

▪ 상시 20~30% 할인 수준 티켓을 판매
▪ 타켓 안내소가 지하철 대합실에 위치하므로 높은

유동인구가 공연에 노출됨
– 사전에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할인티켓을

확보하여 판매
– 공연 광고를 크게 할수록 할인율을 높게 책정

예술의 전당 – 당일 할인티켓

대학로 티켓닷컴 – 당일 할인

뮤지컬 <레미제라블> 기업 제휴 할인

당일 티켓 판매

상시 할인 티켓 판매

기존 할인 티켓과 비교하여 고객 접근성이 높음
▪ 다양한 공연을 대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함
▪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이 많음
▪ 별도의 구매나 충족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

편리하게 할인티켓을 구매할 수 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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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시장 크기 및 경쟁동향 소비자 니즈파악

클래식/무용

4
연극

7

콘서트

39 뮤지컬
50

국내 공연 티켓 예매 시장 규모
KRW, 2012
100%=5,500억 원

▪ 인터파크
– 국내 1위 업체 (전체 공연티켓 예매

시장의 70-80% 차지)
– 다양한 제품구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터넷
쇼핑몰

– 2002년 한일 월드컵 티켓 판매 대행
사업을 확보하면서 2007년부터 티켓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 대량의 공연과 티켓을 제공함

▪ YES24
– 국내 2위 업체 (매출 약 600억 원)
– 할인율이 높다

▫ 도서 구매를 많이 한 프리미엄
▫ 회원에게는 수수료 할인

▪ 소규모 오프라인 티켓판매소
– 예술의 전당, 대학로 소극장 작품

(대학로티켓닷컴), DG티켓 등 당일
티켓판매를 신청한 공연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

– 최대 50%까지 할인된 당일
비지정석을 판매하는 서비스

주요 티켓 구매 대행 경쟁 업체 평가
귀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티켓판매소를 조성해, 각종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해당 티켓판매소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N=500, %

없다

모르겠다

10
8

연 1회
이상

23

연 4회
이상

36

연 12회
이상

23

▪ 티켓판매소 이용 의사
– 연 평균 4.5회

▪ 1인당 평균 문화공연
지출비
– 평균 약 35,0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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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수익성 분석

매출

비용

▪ 공연 예술의 발전
▪ 시민 문화생활 증진

정성적
이익

KRW, 억 원

N/A ~68 ~70 ~71 ~72 ~71 ~76 ~72
이익률
(%)

129119842

202019181716152014

25

2020

30

50

19

30
45

18

40

17

20
35

16

15
25

15

10 15

2014

4 6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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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매출 부문 세부 항목 및 가정

20

60

45

19

50

35

18

50

35

17

40

30

16

35

25

15

20

10

2014

10

5

매출 Projection

KRW, 억 원 세부 가정

▪ 타겟 고객 수: 전체 이용객수 중 타겟
역사 유동인구만 고려
– 전체의 57% (상위 30개역이 전체

57% 수송객) : 약 500만 명
– 티켓오피스의 입점 위치를 고려하여

이중 70%의 유동인구에게 노출

▪ 티켓 구매 이용의사: 연 평균 2.2회
– 설문조사 횟수의 50%로 보수적으로

조정

▪ 1인 1회 평균 티켓 구매 가격: 17,000원
– 35,000만원의 50% 수준으로 할인

▪ 수수료율: 5~7%
– 최대 인터파크 수준 수수료 (7.5%)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 초반 입점 역사의 이용고객 수가

높음

공통

0 3 8 15 20 25 25 30매장 수

매출수수료 5%

매출수수료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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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비용 부문 세부 가정 및 Projection 

OPEX

▪ 인건비

Capex

세부 가정

임대료
▪ 임대료: 고려하지 않음. 역사별

고객안내센터를 확장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점포당 면적: 평균 약 10m2

– 면적이 11m2 이하인 경우
상가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휴공간 활용 가능

– 임대 가능하더라도, 10m2 

공간의 임대료 최대 약 0.8억
원 수준임을 고려 시 임대료
이상 수익 예상됨

세부 가정

공사비
▪ 고객안내센터 확장, 이전 공사
▪ 점포당 약 2,500만 원

10.8

9.09.0

7.2

5.4

2.9

1.1
0

201918171615142013

0.8
1.3

1.8
1.3 1.3 1.3

0.3

0.4

0.3 0.3 0.3

0.2

20

1.5

19

0

18

1.5

17

1.5

16

2.1

15

1.5

14

1.1

0.2

2013

0

억 원

억 원

인건비

▪ 안내소 확장 공사
비용

▪ 발권기,  PC, 
카드 단말기, 
스캔용지, SMS
전송시스템

인건비
▪ 10개 역당 1명 직원이 관리

– 인건비: 연 6000만 원
▪ 역별로 시간제 인원 배치

– 인건비: 연 3000만 원

전산설비
▪ 티켓 좌석현황, 예매/판매

소프트웨어 비용: 약 2,200만원
(1회 구축 후 매장 수 관계없이
확장가능 )

▪ 발권기,  PC, 카드 단말기: 300만원
▪ 스캔용지, SMS 시스템: 200만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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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주요 리스크 설명 및 관리 방안

▪ 공연 주최측의 협조가 부족할 수도
있음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부터 공연
주최측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함

▪ 기존 온라인 채널 대비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 책정

▪ 기존에 처분이 어려웠던 당일 마감
티켓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광고 효과
– 프로모션 비용만큼 할인티켓 할당

가능
▪ 다양한 업체의 참여의사 반영

설명 관리방안리스크

▪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

▪ 기존 역사 내 안내데스크 활용 후
사업성이 증명될 시 점포 수 확대

▪ 10m2의 작은 공간으로도 매장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 입점할 수
없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공연
주최측의
참여 확보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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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사업의 실행주체 구조 및 역할

프로젝트 전담 팀 구조

신사업 본부장

사업개발처장

개발과 (1) 관리과 (1)
1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등

▪ 사업 계획

실행 주체 역할 KPI (2014)

▪ 개발과
1명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및 사업
계획

▪ 직영 수입 확대
정도 (기존 상가
평균 임대수익
상회 전제)
– 직영사업

개발건수
– 공간 개발

건수
– 수입금 목표액

설정
▪ 관리과

1명
(탄력적
운영
가능)

▪ 직영 운영 효율화
달성 정도
– 순회점검 횟수

(일 4회 이상)
– 매장 인력

적기 투입률
– 매장 비용

절감률

직영운영
TF팀장

▪ 매장 순회 점검
▪ 매장 인력 관리
▪ 수입금, 유통 및

계약 관리

2 ▪ 매장 순회
점검, 매장
인력 관리, 
수입금, 
유통 관리

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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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A1. 서울 메트로 비전체계 및 추진방향
- A2. 성과 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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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기존 비전체계 및 추진방향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메트로

▪ 장애사고
최소화

▪ 과학적인
안전관리

안전 제일 주의

▪ 고객만족도
1위

▪ 진정성 있는
서비스

고객 가치 창출

▪ 14년
경영적자
Zero화

▪ 운수 외 수입
20% ↑

재정건전성 확보

▪ 인사 교류율
30% 

▪ 신뢰, 존중
경영

신바람 조직 문화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공간으로

만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생력에
기반한 주인이
있는
공기업으로

따뜻한情이
흐르는 일할 맛
나는 일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추진

소통 + 화합 + 혁신

안전 경영 고객 중심 경영 건전 경영 현장 경영

추진 목표

’12 ’13 ’14 ’15 ’16 ’17

운행장애

경미장애

재난 피해

고객만족도
(안전행정부)

공기질
(미세먼지)

당기 손실

채무

운수의 수입
비율

청렴지수
(국민권익위)

소통지수

부서간
만족도

2건

1건

–

79.1점

90.2㎍/m3 92.0㎍/m3 이내

1,728
억원

1,709
억원
(1,070
억원)

BEP (0) +

24,328
억원

24,952
억원

25,429
억원

채무감촉 전환

15% 17% 19% 21% 23% 25%

9.0점 이상8.9점
이상

8.7점
이상

8.53점
이상

8.04점

61.4점 70점 75점 75점대 유지

67.6점 70점 75점 75점대 유지

구분

Zero화

Zero화

Zero화

83점 87.3점 90.0점 이상

안전

고객

재정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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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체계 보강 제언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메트로 보강 제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추진
소통 + 화합 + 혁신

개선
근거

개선
내용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공간으로

만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생력에 기반한 주인이
있는 공기업으로

따뜻한情이 흐르는 일할 맛
나는 일터로

▪ 안전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시설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화 필요

▪ 고객 주요 불만족 요소인
전동차/역사 혼잡도 개선
통한 쾌적한 승차경험
제공에 중점

▪ 시민 편의 사업 확대로
운수뿐 아니라
도시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재정개선이 시/정부
지원 확장보다는
비운수사업 성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신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발휘/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근무제도 합의 통해
근로자 라이프스타일
개선 필요

안전 경영 고객 중심 경영 건전 경영 현장 경영

안전 제일 주의 고객 가치 창출 재정자립도확보 신바람 조직 문화

▪ 장애사고 최소화
▪ 과학적인 안전관리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개선

▪ 고객만족도 1위
▪ 쾌적한 승차 경험 제공
▪ 원스탑 도시 생활 공간

제공

▪ 15년 적자 Zero화
▪ 비 운수 수입 2x

▪ 인사 교류율 30% 
▪ 신뢰, 존중 경영
▪ 역량개발 기회 제공
▪ 근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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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향후 사업확장 영역

운수 분야 역사 내
(역사 공간)

역사 외
(지하아케이드, 
역세권)

해외 사업

운수 외 분야

운영

건설 계획 및
관리

직접 건설

현재 메트로 사업 영역
중단기 사업확장 영역
장기확장 고려 영역
향후 진출 비권고 영역사업영역

사
업

내
용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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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향후 10여 년에 걸쳐 재정자립도 및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갖춘
글로벌 선도운영사를 지향할 필요

노사협력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단계별 목표

주력
추진
분야

안전
경영

고객
중심
경영

건전
경영

소통/
현장
경영

▪ 운영 흑자 달성
▪ 운수 외 사업 2배 성장 달성

▪ 혼잡도 개선
▪ 운행간격 축소
▪ 고객만족도 90점 이상

▪ 선도사 수준의 안정적 수익성
(EBIT >20%)

▪ 인력의 >10%를
해외운영사업에 투입

재정 자립도 달성

최고의 서비스 질 확보

글로벌 선도 운영사

2013~2015

2015~2020

2020~

집객 효과 및 역사공간 활용한 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승객편의 증대와 함께 수익성 창출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 위한 (예. 혼잡도
개선) 시설 투자 및 사업시행

안전성 확보 위한 (예. 노후시설 교체) 시설투자 및 사업시행

신규 재원조달 방안 실행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활용

공간 개발을 통한 수익성 증대(지하 아케이드, 역세권개발 등)

운영효율성 개선

합리화된 운임체계의 도입 및 정착

글로벌 경쟁력 바탕으로 해외 철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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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 로드맵 – 안전 경영

안전
경영
추진
과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인적 결함 장애 예방

계약 업체 직원 정기 안전 교육 실시

매뉴얼 정리

시설,설비상
문제개선

야간작업/공사장/
위탁업무 안전
관리 방안 수립

권역별 비상 대응반 운영

차량/전차선 /
신호 고장 신속대응안

재정 자립도 달성 최고의 서비스 질 확보 글로벌 선도 운영사
2013~2015 2015~2020 2020~

20132013 ’14’14 ’15’15 ’16’16 ’17’17 ’18’18 ’19’19 ’ 20’ 20 ’ 21~’ 21~

중장기 노후시설 및 전동차 교체/보수 단계적 추진

신규 권고안신규 권고안

기존 추진안기존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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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 로드맵 – 고객 중심 경영

고객
중심
경영
추진
과제

고객소통 자문단 운영

고객접전 개선

안내방송 개선

재정 자립도 달성 최고의 서비스 질 확보 글로벌 선도 운영사
2013~2015 2015~2020 2020~

20132013 ’14’14 ’15’15 ’16’16 ’17’17 ’18’18 ’19’19 ’ 20’ 20 ’ 21~’ 21~

질서 저해 행위 근절질서 저해 행위 근절

노후 냉방기 점진적 교체냉방기 고장 최소화(집중점검 통해)냉방기 고장 최소화(집중점검 통해)

콜센터 응대율
개선

고객체감 혼잡도 개선

ATO ATO 설치 전통차 범위 점진적 확대전동차 내 혼잡도 개선전동차 내 혼잡도 개선

역사 혼잡도 개선(신도림, 교대 등) 역사 혼잡도 개선(신도림, 교대 등) 혼잡도 개선 대상역사 점전적 확대

신규 권고안신규 권고안

기존 추진안기존 추진안

신사업과 연계한 승객 편의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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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 로드맵 – 건전 경영 (1/2)

건전
경영
추진
과제

국내 철도사업국내 철도사업

재정 자립도 달성 최고의 서비스 질 확보 글로벌 선도 운영사
2013~2015 2015~2020 2020~

20132013 ’14’14 ’15’15 ’16’16 ’17’17 ’18’18 ’19’19 ’ 20’ 20 ’ 21~’ 21~

해외 철도사업해외 철도사업

시설관리공단 환승주차장 운영시설관리공단 환승주차장 운영

역세권 개발사업 (예. 사당 역세권 복합개발 등)역세권 개발사업 (예. 사당 역세권 복합개발 등)

상가 임대공간 신규 창출1상가 임대공간 신규 창출1

1 역사 인접건물 연계공간개발, 역사 공간개발, 역사 신규상가 개발, 잠실나루역/신정네거리역/남부터미널역 개발 포함
2 고속터미널역 집단상가,  명품상가 소송/명도 촉진
3 드라이크리닝 위탁, 애완견 위탁, 티켓오피스 등

공공 임대주택 8만호 +a 추진사업공공 임대주택 8만호 +a 추진사업

소송상가 명도촉진2소송상가 명도촉진2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점포 매출수준 파악점포 매출수준 파악

승객 편의사업 운영3승객 편의사업 운영3

지하아케이드 개발지하아케이드 개발

신규 권고안신규 권고안

기존 추진안기존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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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 로드맵 – 건전 경영 (2/2)

건전
경영
추진
과제

재정 자립도 달성 최고의 서비스 질 확보 글로벌 선도 운영사
2013~2015 2015~2020 2020~

2013 ’14 ’15 ’16 ’17 ’18 ’19 ’ 20 ’ 21~

1 종합안내도 개선, 지하철 캐노피 광고개발
2 전동차 입찰참여 유도, 구매단위 확대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

광고주 다각화광고주 다각화

지하도상가 통합운영지하도상가 통합운영

역명부기 유상판매역명부기 유상판매

불합리한 제도 개선불합리한 제도 개선

운임 상승 로드맵
개발
운임 상승 로드맵
개발

조달방식 개선2조달방식 개선2

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시간대별 인력 탄력 운영시간대별 인력 탄력 운영

비효율 업무 감소비효율 업무 감소

1인 승무제 확대1인 승무제 확대

광고개발
1
광고개발
1

금융사업 / 물류사업 유치금융사업 / 물류사업 유치

신규 권고안신규 권고안

기존 추진안기존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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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 로드맵 – 소통/현장 경영

소통/
현장
경영
추진
과제

재정 자립도 달성 최고의 서비스 질 확보 글로벌 선도 운영사
2013~2015 2015~2020 2020~

2013 ’14 ’15 ’16 ’17 ’18 ’19 ’ 20 ’ 21~

신규 권고안신규 권고안

기존 추진안기존 추진안

본사-협업 인사교류 활성화본사-협업 인사교류 활성화

안내방송 개선안내방송 개선

승무원 근무환경 개선승무원 근무환경 개선

고객접점 감정근로직원 정신보건 관리고객접점 감정근로직원 정신보건 관리

조직단위 업무개선/
현장중심 개선활동 전개
조직단위 업무개선/
현장중심 개선활동 전개

소통경영 활성화소통경영 활성화

조직 개편안
/인사시스템
조직 개편안
/인사시스템

변화관리자
운영 활성화
변화관리자
운영 활성화

청렴도 향상
추진
청렴도 향상
추진

성과감사
실시
성과감사
실시

근무제도 개선안 논의 및 정착

신사업 개발과 연계한 인력 육성 및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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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A1. 서울 메트로 Vision

- A2. 성과 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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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운영 개선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체계적인 KPI 활용 프로세스 도입

KPI
도출

KPI별
성과달
성
Target 
설정

▪ 체계적인 KPI 수립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전사적 차원의 전략
목표와 연계되지 않음
– 전사의 전략적 목표로부터

세부부서/개인의 KPI를
도출하는 프로세스가 없음

– 체계적인 프로세스 없이
KPI가 수립됨에 따라 각
부서의 핵심역할과
관계없는 KPI가 존재함
▫ 예. 부대사업처의

평가요소 중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임

▪ 정량화할 수 없는 KPI가 다수
존재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함

▪ 제한적인 Data set을 바탕으로
각 KPI별 성과달성 목표 수준
결정
– 전략적 목표수준 및 과거

추이만을 바탕으로 설정
– 벤치마킹 및 예산에 대한

고려 필요

전략적 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Value 
driver 도출

기준에 의거해
Key driver 
선정

Key driver
측정을 위한
세부부서별
지표 선정

목표 성과수준
설정

K
PI

수
립

/활
용

프
로

세
스 ▪ Stakeholder 가치 극대화 및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함
▪ 해당 목표의 실행을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설정함

▪ 전략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Value driver를
재무/ 네트워크/ 조직/ 운영/ 시장의 관점에서
각각 도출함

▪ 도출된 Value driver 중 우선순위가 높은 Key 
driver를 선정함

▪ 선정 기준: 임팩트의 크기, 실행 용이성,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 Key driver를 측정하기 위한 Metrics 도출
▪ 각 Metrics의 달성에 관여하는 세부부서에

각각의 Metrics 배분

▪ 각 지표(=Metrics)별 성과달성 목표 설정을 위해
벤치마킹 및 예산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 벤치마킹: 선도 경쟁사, 조직 내 선도 부서 등
– 예산수준: 향후 투자액에 대한 ROI 수준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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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수립을 위한 네 단계

1단계: 
조직적 차원의 전략적
목표 및 전략 실행 목표 설정

2단계: 
전략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Driver 도출

3단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Key Driver 선정

4단계: 
조직 차원의 Key Driver를
각 부처/팀 차원의 목표로
전환해 KPI 수립

전략적 목표 설정을 위한
주요 질문
▪ 현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 매출성장, 
수익성개선 등)

▪ 현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의 주요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 현 조직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선안은
무엇인가?

실행목표 설정을 위한
주요 질문
▪ 전략적 목표의 실행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은
무엇이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실행을 막는 주요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Value driver 도출

▪ Value driver 도출 시, 
재무적 관점/고객관점/ 
직원관점/운영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음

사업에의 임팩트
▪ 주요 목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 Driver 실행 시
창출되는 효과가 큰가?

▪ Driver 실행이 얼마나
용이하게/쉽게 이뤄질
수 있는가?

실행 용이성
▪ Driver가 정량화될 수

있는가?
▪ 실행할 수 있는 Driver 

인가?
▪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Driver를 실행할 수
있는가?

조직적 동의/합의
▪ Driver가 쉽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 Driver에 대해 조직의
반대가 예상되는가?

▪ KPI를 정의하고 측정에
필요한 Data를 선정함

▪ 조직적 차원의 KPI를
본부/처/팀 차원으로
전환함

▪ 각 KPI의 책임자를
명확히 설정함

▪ KPI별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책임자 및 프로세스를
명확히 설정함

Corporate

Team Team Team

BU 1 Function 1
Financial: 
Ensure 
delivery 
against 
MSN 
strategy

x
Revenue per  kPV

+

=Grow Search 
Revenue

Manage Fixed cost

Manage Variable 
cost

Grow Display 
Revenue

Grow 
Subscription Rev

Transaction 
Revenue*

=

+

+

+
x

=

Diluted eCPM

Total Ad impressions

+

+

Gross Accounts

(1-Churn %) (monthly 
average)

Gross Adds

# Services/User

Average price/service

+

–

? IS Search Queries by 
source

Page Views/IS search

Diluted eCPM

Total Ad impression

=

–
COGS % of revenue

Trade Marketing spend 
% of  revenue

Revenue/ FTE

Total Search queries 
(search query share)

Revenue per search 
query

CS Display Revenue

# Dup Accounts

Subscription ARPU

IS-Driven Display 
Revenue*

IS Portal Display 
Revenue

Sales % of  revenue

+

=

x

Financial

Marketplace
Operational

? CS Search Queries 
by source

x

Financial: 
Ensure 
delivery 
against 
MSN 
strategy

x
Revenue per  kPV

+

=Grow Search 
Revenue

Manage Fixed cost

Manage Variable 
cost

Grow Display 
Revenue

Grow 
Subscription Rev

Transaction 
Revenue*

=

+

+

+
x

=

Diluted eCPM

Total Ad impressions

+

+

Gross Accounts

(1-Churn %) (monthly 
average)

Gross Adds

# Services/User

Average price/service

+

–

? IS Search Queries by 
source

Page Views/IS search

Diluted eCPM

Total Ad impression

=

–
COGS % of revenue

Trade Marketing spend 
% of  revenue

Revenue/ FTE

Total Search queries 
(search query share)

Revenue per search 
query

CS Display Revenue

# Dup Accounts

Subscription ARPU

IS-Driven Display 
Revenue*

IS Portal Display 
Revenue

Sales % of  revenue

+

=

x

Financial

Marketplace
Operational

? CS Search Queries 
by sourc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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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직적 차원의 전략목표를 설정함

1단계 실행을 위한 주요 질문
장기 전략목표 단기 전략목표 세부 목표

운수사업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승객운송 안전성
강화

▪ 관제시스템 개선
▪ 전동차 및 승강장 인프라 신식설비로

교체
▪ 기관사 운전습관 개선

승객운송 효율성
강화

인프라 사용연한
증대

본사업무 효율성
증대

직원 동기부여
강화

▪ 조직 및 CEO의 장기적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

▪ 해당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1~2년의 단기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 조직 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직원의 행동양식은
무엇인가?

▪ 향후 사업 운영 측면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무엇이
있는가?

▪ 해당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사람은
누구인가?

DISGUISED CLIENT EXAMPLE

▪ 전동차 추가투입을 통한 혼잡도 경감
▪ 러시아워 운행간격 최적화를 통한

혼잡도 경감

▪ 유지보수 Practice 개선
▪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시설 구매
▪ 교체주기에 대한 규정 수정

▪ Stakeholder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프로젝트별 협업체계 효율성 개선
▪ 지원부서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

▪ 성과중심 평가/보상체계 도입
▪ 역할에 맞는 성과지표 디자인
▪ 직원복지 향상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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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Value driver를 도출함

시장

전략적 목표

네트워크/
관계

조직

운영

재무

재무 관점에서의 Value driver: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재무성과를 Value 
driver로 도출함. 예시,
▪ 매출
▪ 이익
▪ ROI
▪ 수송원가

▪ 부채비율
▪ 시장가치
▪ 신용등급

운영 관점에서의 Value driver: 
사업 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한
필요요소를 Value driver로
도출함. 예시,
▪ 지적 재산

– 각종 특허
– 라이센스
–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인력

▪ 혁신을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
▪ 실행 리스크 관리방법

– 적시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 필요 투자액을 조달하기

위한 프로세스
▪ 전반적인 사업운영 프로세스

조직적 관점에서의 Value driver: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Value 
driver로 도출함. 예시,
▪ 필요 역량의 채용률
▪ 퇴사율
▪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정도
▪ 조직의 목표 및 가치가 조직 내

공유/이해되고 있는 정도

시장 관점에서의 Value driver: 
운영사와 고객간 관계의 Quality를
Value driver로 도출함. 예시,
▪ 고객 만족도 (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민원제기 건수
등)

▪ 주요 고객군에서의 운영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 광고주의 운영사에 대한 만족도
▪ 시장 내 타 운영사와의 경쟁

상황 (예. 시장점유율, 기술
선진화 수준 등)

네트워크/관계 관점에서의 Value 
driver: 다양한 외부
Stakeholder와 운영사간 관계의
Quality를 Value driver로 도출함. 
예시,
▪ 사업 제휴 파트너와의 관계
▪ 관계당국과의 관계
▪ 언론사와의 관계
▪ 시민단체와의 관계
▪ 일반적인 운영사의 Reputation

예시적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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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Value driver tree 예시

전략적 목표:
운수사업의 안전성
제고

운송 시스템 및
인프라

인프라 유지보수

설계

경비

외부 환경

시스템

작업환경

전동차 상태

운전 Practice

디자인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평가/보상 시스템

트레이닝

평가/보상 시스템

전동차 운전

운영 프로세스

예시적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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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도출된 Driver 중,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Key driver를 선정함

주요 판단기준 설명

임팩트의
크기

실행 용이성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 전략적 목표와의 연관성
– 특정 Value driver가 전략적 목표 및 주요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예상되는 효과의 크기

– 해당 Value driver를 실행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가 (예. 재무성과, 
네트워크/관계 효과 등) 커야 함

▪ 측정/평가 용이성
– 정량화된 측정이 가능해야 함
– Data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Data 수집 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존재해야 함

▪ 통제 용이성
– Value driver가 조직/개인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Value driver를 달성/제고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쉽게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이해 용이성
– Value driver가 조직원들에게 쉽게 설명/이해될 수 있어야 함

▪ 수용도
– Value driver가 조직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함

초기적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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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직적 차원의 Key value driver를 본부/처/팀 단위의 KPI로 전환한 뒤
KPI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조직을 구축함

본부/처/팀 단위의 KPI로 전환 모니터링 프로세스/조직

KPI 모니터링 팀을 구축하여 각 KPI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
해야 함
▪ 실무부서/개인과 협상을 통해 매

평가주기별 목표 달성 Target을 설정함
▪ 설정된 주기마다 KPI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경영진에 업데이트 함
▪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KPI 변경이

필요할 시 관계자 협의를 진행함

?

Europe

Africa

Global operations

Asia
Channels

SMB

HR

Finance

Operations/planning

Financial
Metric 1
Metric 2
Metric 3

Operations
Metric 4
Metric 5
Metric 6 

Customer
Metric 13
Metric 14
Metric 15

Employees
Metric 7
Metric 8
Metric 9

Partners
Metric 10
Metric 11
Metric 12

Metric 16 Metric 17 Metric 18 Metric 19

“Top of mind” and program-specific metrics

Performance and health metrics

Balanced Scorecard

Metric 16 Metric 17 Metric 18 Metric 19

“Top of mind” and program-specific metrics

Financial
Metric 1
Metric 2
Metric 3

Operations
Metric 4
Metric 5
Metric 6 

Customer
Metric 13
Metric 14
Metric 15

Employees
Metric 7
Metric 8
Metric 9

Partners
Metric 10
Metric 11
Metric 12

Performance and health metrics

Balanced Scorecard

Public sector
Enterprise

Financi
a
l

Metric 1
Metric 2
Metric 3

Operation
s

Metric 4
Metric 5
Metric 6 

Custom
e
r

Metric 
1
3

Metric 
1
4

Metric 
1
5

Employ
e
e
s

Metric 7
Metric 8
Metric 9

Partners
Metric 

1
0

Metric 
1
1

Metric 
1
2

Metric 16 Metric 17 Metric 18 Metric 19

“Top of mind” and program-specific metrics

Performance and Health Metrics

Balanced Scorecard

전사조직 차원의
Key value driver

각 사업부서 단위의 KPI로 전환할
수 있음 (예. 운수사업/ 부대사업
등)

각 Function 단위의
부서 단위의 KPI로
전환할 수 있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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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전사적 차원의 Key value driver의 세부부서별 KPI 전환 시 유의할 점

▪ 세부부서 단위의
KPI는 전사적
차원의 Key 
value driver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실무부서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PI에 대해
상호합의가
이뤄져야 함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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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Key value driver의 세부부서 단위 KPI 전환 예시

Key value drivers

전략적 목표: 영업부서의 판매액 극대화

KPI

▪ 자산점유율(SOW) 극대화 ▪ Top100 고객사에 대한 Contact 횟수

▪ 영업사원 1,000명 이상 확대 ▪ 자산점유율 (SOW)
▪ 고객수 성장률▪ 영업사원 1인당 100명 이상 고객 증대

▪ 제품A의 판매 성장률▪ 신시장 진출

▪ 1명 고객당 판매 제품 종류 수▪ 신제품 출시 및 영업 도입

▪ 신제품의 전년도 대비 매출 성장률▪ 제품간 Cross-selling 확대

▪ 영업 효율성 극대화 ▪ 매출 성장률과 비용 성장률의 Gap
▪ 전년도 대비 생산성 성장률

▪ 신입사원의 평균 판매실적

▪ 공헌이익

▪ 공헌이익 성장률

▪ 평균 할인율

▪ 제품A의 시장점유율

▪ 경쟁사 고객 확보율 증대

▪ 90일간 신규 구축한 Pipeline 수

▪ Pipeline 개수 확대

▪ Pipeline 개수 성장률

▪ 영업 효과성 강화

▪ 적시 제품공급 확률

▪ 영업사원간 중복영업 횟수

▪ 판매 후 최종 승인까지의 소요 일수

▪ 평균 주문시간

예시적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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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세부부서가 수행하는 역할(=Function)에 따른 KPI
예시 (1/3)

설명역할 해당 부서 예시 주요 임무

현업

▪ 운영 사업의 실제
Impact를 창출하는 역할

▪ 고객 서비스, 영업, 제조, 
유지/보수 등

▪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제품을 만들어
전달함

▪ 고객만족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서비스/제품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함

대리

▪ 타 부서를 대신하여 일부
업무를 대행함

▪ IT, 시설관리, 경비/보안 등 ▪ 타 부서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게

피드백을 제공함

지원

▪ 현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함

▪ 재무, 인사, 법무 등 ▪ 최신의 정보 DB를 구축/유지하고, 현업 부서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함

감독

▪ 타 부서를 감독하여 내부
규정에 어긋난 사례를
적발 및 시정

▪ 재무, 인사, 법무, 감사 등 ▪ 내부 규정이 100% 준수되도록 예방/감독함
▪ 더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율을 위해 실무부서를

Challenge하고 새로운 감독 프로세스를 도출함

커뮤니케이
션

▪ 정보를 조직 내/외부에
전달 및 공유하는 역할

▪ 홍보, 언론관리 등 ▪ 조직 내/외부 Stakeholder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도출

▪ 조직의 이미지와 명성을 개선함

공익

▪ 시민 및 환경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업무

▪ 홍보, 언론관리 등 ▪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조직의 전사적
목표와 공익적 측면의 조화를 유도함

자산 관리

▪ 조직의 유/무형 자산을
관리함

▪ 재무, 인사 등 ▪ 조직 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함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NOT EXHAU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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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세부부서가 수행하는 역할(=Function)에 따른 KPI
예시 (2/3)

역할

현업

대리

지원

감독

커뮤니케이
션

공익

자산 관리

KPI 예시 측정 방법론

▪ 고객만족도 점수
▪ 민원제기 건수
▪ 매출액

▪ 對시민 설문조사 실시
▪ 민원 홈페이지 접수건수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회계 시스템으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타 부서 대리 처리건수
▪ 적시 서비스 미제공 건수
▪ 타 부서의 만족도 점수

▪ 타 부서 Request 처리 내역/일지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내부 설문조사 실시

▪ 타 부서의 만족도 점수 ▪ 내부 설문조사 실시

▪ 규정 미준수 적발 건수
▪ 모범사례 건수

▪ 감사자료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모범사례 포상 실적으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 주요 Campaign의 인지도 조사 결과

▪ 對시민 설문조사 실시 (브랜드 및 세부 Campaign 
인지도 조사)

▪ 공익사업의 수혜자 수
▪ 수혜자 만족도 점수
▪ 공익사업 관련 Agency 만족도 점수

▪ 각 공익사업의 직접 수혜자 수의 가중평균 (공익사업별
중요도 반영)

▪ 수혜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 Agency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 ROI
▪ 퇴사율
▪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 회계 시스템으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인사기록으로부터 관련자료 추출
▪ 관리자 대상으로 신입사원 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NOT EXHAU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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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세부부서가 수행하는 역할(=Function)에 따른 KPI 예시 (3/3)
KPI guidelines

Departments playing each rol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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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A Department B Department C Department D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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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가 수립된 후, 구체적인 Target 설정을 위해 네 가지 정보를 고려해야 함

전략적 목표

▪ 목표: 전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가 달성해야 하는 성과
수준 파악

▪ 설명: 전사적 목표 성과수준을 각
부서별로 배분하여 필요 달성
성과수준 파악

벤치마킹

▪ 목적: 선도적인 경쟁사의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내부 목표 수립

▪ 설명: 조직 내/외부 조직의 성과
수준 참고

▪ 동 산업 내부 경쟁자
▪ 타 사업 선도 기업
▪ 조직 내 고성과 부서

과거 추이

▪ 목적: 과거 달성했던 성과의
추이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미래 목표를 설정함

▪ 설명: 과거 1~5년간 성과수준
파악

예산

▪ 목표: 계획되어 있는 예산
투자수준으로부터 달성 가능
성과수준 파악

▪ 설명: 과거 ROI 추이를 활용해
투자액으로부터 예상 성과액 파악

KPI별
Target 설정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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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Worksheet 사례 – RONOA

KPI: Return on Net Operating Assets (RONOA)

분기별 재무제표 ▪ Process: 매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후 관련 Data 수집 및 계산
▪ Data 수집 및 계산 책임자: 재무부서 재무제표 작성 업무 담당자

RONOA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 분기별 Net income을
▪ 해당 Net income을 달성하는데 소요된 총

운전자금과 장기자산의 금액으로 나눔

목표 설정을 위한 Worksheet 샘플

과거 추이 2008 

▪ 주주가치를 극대화함
▪ 장기 ROIC 12% 이상 달성

1.3%

Consolidated Net income Net operating assets 

-120 m 400 m

Working Capital

12,000 m

벤치마킹 ▪ 산업 평균 RONOA 5% 이상
▪ 선도기업 RONOA 7% 이상

2009

1.8%

2010

1.9%

KPI의 정의

Data source

전략적
목표

과거
추이

벤치마
킹

Data 수집 프로세스 및 책임자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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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Worksheet 사례 – 사상사고 발생 건수

KPI의 정의

Data source

월간 안전분야 업무 보고서 ▪ Process: 매달 안전관리 보고서의 Data를 수집 및 계산
▪ Data 수집 및 계산 책임자: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매달 보고함

▪ 두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
− 모든 작업장에서의 사상사고 발생 건수

(직원 + 외주용역 직원 + 승객)
− 사상사고 발생 확률

▪ 사상사고 발생 확률 계산법:  
▪ 분자: 사상사고 발생 건수 X 10만
▪ 분모: 관계자의 시설 내 총 체류시간 (직원 + 

외주용역 직원 + 승객)

목표 설정을 위한 Worksheet 샘플

Data 수집 프로세스 및 책임자

▪ 사상사고 제로화, 사상사고 발생확률 1.0 이하
▪ 직원의 복지와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

과거 추이 2008

▪ Fatality = 1

벤치마킹 ▪ 사상사고 확률 < 2.0, Fatalities = 0

2009 2010

▪ Fatality = 1 ▪ Fatality = 0

KPI: 사상사고 발생 건수

KPI의 정의

Data source Data 수집 프로세스 및 책임자

전략적
목표

과거
추이

벤치마킹

A2
성과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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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체 추진 개선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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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역사 구조 개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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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

▪ 역내 브랜드점포는 (예. 세븐일레븐, 미샤 등) 非브랜드점포에 비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므로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으며, 역내 미관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브랜드점포 비중은 45%에 불과하며, 업종 또한 편의점/화장품
점포에 한정되는 등 향후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 가능성이 큼

▪ 해외사례 벤치마킹 / 브랜드 관계자 인터뷰 / 對시민 설문조사 결과, SPA 의류브랜드 / 슈퍼마켓 / 
F&B 부분의 신규 브랜드 입점이 가능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쿄메트로 및 홍콩 MTR은 의류분야(예. 유니클로, 지오다노 등), 기업형 슈퍼마켓(예. 
키노쿠니야 등), F&B(예. MOS Burger, Mister Donut 등) 부분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해
역내 점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인터뷰 결과, 국내 의류/슈퍼마켓/F&B 브랜드 또한 지하철 역사의 막강한 집객력을 활용해
수익창출 및 자사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대한 잠재 니즈를 보유하고 있음

–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 가량이 현 수준 대비 브랜드 점포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새로운 브랜드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브랜드의 니즈에 따라 임대면적을 확대하고 매출액
연동 임대료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의류 SPA브랜드 및 슈퍼마켓 등은 현 임대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해야 운영이 가능함

– 임대료를 매출액의 일정 %로 징수함에 따라 현 고정액 징수방식 대비 업체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상가임대사업 수익이 2020년 기준 약 115억~13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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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점포 비중 확대1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 브랜드 점포의 매출 기여도가 일반
영세非브랜드 점포 대비 3배 이상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0% 이상이 브랜드 점포 확대를 희망
▪ 브랜드 점포가 상가질서 유지 및 미관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큼
▪ 도쿄메트로, 홍콩 MTR은 모든 점포를 법인사업자에게 임대

▪ 기존에 입점하지 않은 다양한 부문의
브랜드점포를 유치
– F&B: 패스트푸드 브랜드
– 패션: SPA 의류 브랜드
– 유통: 기업형 슈퍼마켓, Drugstore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고안
– 소상공인 최소 보장 비율 설정 (예. 역내

면적의 20%는非브랜드 점포에 배정)
– 브랜드 점포가 가맹점주 모집 시, 기존

소상공인에게 우선권 제공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도쿄메트로는 역내 공간의 대부분을 브랜드 점포로 운영하고 있음

F&B

구두수선

의류/잡화

편의점

슈퍼마켓

Beauty
▪ 재계약가능 임대면적: 10,255m2(’15), 

13,882m2(’20)
▪ 브랜드점포 전환율: 50%(Low)~70%(High)
▪ 비브랜드점포 평균 임대료: 185,000원/m2

▪ 브랜드점포 평균 임대료: 347,000원/m2

HighLow

주요 가정

2015 3030

1152020 130

상가임대사업



| 224

도시철도공사 점포 비중

도시철도공사 역내 점포의 상당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非브랜드
점포임

1

퍼센트, 면적 기준, 2013

55

45

非브랜드

브랜드

非브랜드 점포

F&B

의류

잡화

편의점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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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및 승객편의 극대화를 위해 브랜드점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함

1 편의점 및 화장품 브랜드 점포의 2012년 이후 계약의 평균 임대료

1

브랜드점포와非브랜드점포 임대료 수준 비교 브랜드 점포 확대에 대한 소비자 의견

점포별 임대료
원, 월 평균 임대료/m2

“브랜드 점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시민의 답
퍼센트

+88%

브랜드 점포1

347,000

非브랜드 점포

185,000

찬성

반대
22

78

▪ 시민의견 종합 시, 브랜드 점포
비중이 현재 대비 60~80% 
이상 확대되기를 희망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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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하철 운영사는 광범위한 업종에서 브랜드점을 유치하고 있음

일본지하철운영사와도시철도공사의입점현황비교

브랜드 점포 추가
유치 가능 업종

1

입점 브랜드 설명

F&B

구두수선

도쿄메트로

의류/잡화

편의점

슈퍼마켓

Beauty

▪ 일본 지하철 운영사는
리테일 업종의
대부분을 브랜드
점포로 구성함

도쿄메트로를
포함해 일본
지하철/철도
역사에서는 한국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다.

- 도쿄메트로 전문가

설명

▪ 법인사업자 비중 높음

도시철도공사

▪ 해당 업종 역내 미입점
▪ 브랜드 유치 혹은 직접 런칭

가능

입점 브랜드

▪ 카페, 제과 브랜드 점포
비중은 높으나,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추가 유치 가능

▪ 100% 개인사업자 입점
▪ 지오다노, UNIQLO 등 SPA 

브랜드 추가 유치 가능

▪ 일반 편의점의 브랜드 점포
비중 높으나, Drugstore 
브랜드 추가 유치 가능

▪ 해당 업종 역내 미입점
▪ 브랜드 유치 가능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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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내 입점에 대한 잠재수요는
존재함

하지만 각종 장애물로 인해 즉시 입점은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 SPA브랜드 및 슈퍼마켓 등 신규 업종의 지하철 역내
입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1

SPA 의류브랜드들은 분명 지하철
역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잠재수요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상상권을 선호하지만, 지하철의
막대한 집객효과는 분명
매력적이다.

- 의류브랜드 출점 전문가

하지만 현재 지하철 역사 내 SPA 
의류브랜드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공사가
장애물들을 해결해준다면 많은
업체들이 역사 내 입점에 흥미를
보일 것이다.

- 의류브랜드 출점 전문가

입점 장애물 극복방안

업종
특성과
이용객
특성의
불일치

협소한
임대공
간

수익성
리스크

의류, 슈퍼마켓 등은 카페, 
편의점과 달리 계획구매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동’의 목적이 강한
지하철 이용객의 행동
특성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의류매장은 100평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도철
임대공간은 10평 남짓에
불과해 의류브랜드가
입점하기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SPA 의류
브랜드 운영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고정 임대료는 점주
입장에서 분명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대규모 역사에 쇼핑 목적지로
기능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통합 입점시켜 쇼핑몰화

–예. 고속터미널 역에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관련 브랜드 통합 입점

▪ 역사 내 점포를 묶어
통합으로 발주하며, 이를
위해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시점 조정이 필요함

▪ 고정 임대료 징수방식이
아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타겟 입점 브랜드의
P&L 리스크를 최소화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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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가임대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입자 선정 및 계약방식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1

도시철도공사 홍콩 MTRvs

계약기간
설정의
자율성

입찰 평가의
자율성

임대료
산정방식의
자율성

▪ 3+2 계약형태가 (초기계약 3년, 2년
연장 가능 옵션) 유일함

▪ 일괄적인 계약기간으로 인해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에 어려움 존재

▪ 초기 계약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자율적으로 설정

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더 오랜 계약을
원할 시, 3+2의 일괄적인 계약기간은
부담이 된다.

▪ 최고 임대료를 제안한 세입자에게
무조건 입찰

▪ 도시철도공사가 Target으로 삼는
업종 및 업체의 적극 유치가 어려움

▪ “Preferred bidder” 시스템 존재
– 임대료 외에도, MTR이 원하는

조건을 (예. 특정 업종, 운영
경험 등) 갖춘 업체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도철이 어떤 업종, 업체를 유치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최고가를 쓴
세입자에게 입찰해야 한다.

▪ 점포 매출 및 성과와 관계없이
정액의 임대료 지급

▪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 시, 업체의
Risk 최소화 어려움

▪ 매출 성과의 일정 %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수수료 방식 채택

▪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료가
조정되므로 업체 입장에서 Risk 
최소화 가능

매출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액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 각종 규제의 제한으로
인해 MTR 대비
독자적으로 업종 및
업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부족함

▪ 계약기간 설정, 
입찰업체 평가 및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역내 상가임대사업 및
상가환경 개선이
용이해짐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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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역사 구조 개선4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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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 네트워크 임대란 다수의 역사의 점포를 일괄 입찰하는 임대기법을 뜻함

▪ 편의점, 화장품, 커피전문점 등 점포수 경쟁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다수의 점포를 일괄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네트워크 임대단위가 확대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편의점 및 화장품 점포 네트워크 임대단위 평균은 ~50개 수준으로,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 활용 시 최대 150개 / 서울메트로와 협력 시 최대 250개 까지
임대단위 확대가 가능함

▪ 단, 다수 역사의 임대계약을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로 다른 계약 만료일자를
통일시켜야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현 점주와 계약 유지, 신규 점주와 단기
임대계약 체결, 공실 상태 유지 등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현 점주와 계약 유지: 현 운영중인 점포가 신규 네트워크 임대시까지 계속 운영하므로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없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함

– 신규 점주와 단기계약 체결: 기존 점주와 계약 유지가 실패할 경우, 액세서리, 의류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 않은 업종에 대해 단기계약을 체결함

– 공실 상태 유지: 위 두 방법이 모두 실패할 경우, 임대료 기회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면적을 공실상태로 유지한 뒤 추후 네트워크 임대에 활용함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2020년 기준 상가임대수익 약 65억~90억 증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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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2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편의점, 카페, 화장품과 같이 대부분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입점한 업종의 경우, 
임대단위 확대
–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 통합발주 시, 최대

15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서울메트로와의 통합발주 시, 최대

25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단, 잡화, 의류, 제과 등은 전 역사 통합 발주

시 Tenant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적
역사에 한해 임대단위 확대

▪ 현재 네트워크 임대 시, 약 10~4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발주
▪ 하지만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약 ~20%의 임대료 추가 상승 가능

임대단위 확대 시,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여지 존재

많은 업체들이 “점포 수 1위”를
목표로 삼고 담당부서를 소위
“압박”하고 있다.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업체들은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따내려 할 것이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업체들은 “지하철에만 가면 우리
브랜드를 볼 수 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의 효과를 매우
중시한다. 임대단위 확대 시, 이
같은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임대단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브랜드별 네트워크 임대단위
현황
점포 수

6

7

41

47

16

15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 네트워크 임대단위
– 편의점: 150개
– 화장품: 150개
– 카페: 50개

▪ 임대단위 확대를 통한 임대료 인상률: 20%

주요 가정

상가임대사업

HighLow

90202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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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40개 정도의 네트워크 임대 단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임대단가 상승이 기대됨

2

현재 네트워크 임대단위는 약 20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임대단위 확대 시, 협상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함

브랜드별 네트워크 임대단위 현황
점포 수

많은 업체들이 “점포 수 1위”를 목표로
삼고 담당부서를 소위 “압박”하고 있다.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업체들은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따내려 할 것이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업체들은 “지하철에만 가면 우리
브랜드를 볼 수 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의 효과를 매우 중시한다. 
임대단위 확대 시, 이 같은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임대단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前역사 내 편의점 출점 담당자

▪ 임대단위 확대 시, 추가적인 협상력 강화
가능

▪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임대단가 상승 및
유리한 조건으로 (예. 매출연동+최소보장금
설정) 계약 가능

15

7

6

16

41

47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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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페, 화장품 등 역사에 공통적으로 입점한 업종은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 및 서울메트로와 통합발주까지 고려할 수 있음

편의점, 화장품 점포는 대부분 역사에 입점하고 있음

2

업종별 입점 역사 수
개, 도시철도공사 전체 역사:150개

121319
28

8182

147

꽃/선물 이동통신잡화제과화장품의류편의점

▪ 편의점, 화장품, 카페와
같이 70% 이상 역사에
입점한 업종은 임대단위를
확대해도 입찰 업체
확보에 차질 없음

–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로 통합발주 시,
최대 150개로 확대
가능

– 서울메트로와의
통합발주 시, 최대
250여 개로 확대 가능

▪ 잡화, 의류, 제과 등은 전
역사 임대 시, Tenant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적 역사에
한하여 임대단위 확대 (예. 
의류는 A급 역사 20개로
발주)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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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위 확대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점포별로
서로 다른 계약 만료일자를 통일시켜야 함

점포별로 계약만료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통합발주가 어려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약만료일자를 통일시킨 후
통합발주를 진행할 수 있음

2

역사 점포별 잔여 계약기간 (편의점 사례)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길

강동)

단대오거리

신풍

학동

답십리

마들

왕십리

암사

군자

숭실대입구

수락산

보문

광명사거리

공덕

우
선

순
위

높
음

기존
점주와
계약유지

▪ 기존 점주와 별다른 공식적인
계약갱신/만료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상태 유지

▪ 임대료는 계약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 가능함

수의계약
을 통한
단기임대

▪ 수의계약을 통해 신규 임대계약
체결함으로써 단기임대 가능

– 단, 연간 임대료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

– 단, 1년 이하의 초단기 계약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

공실
상태로
유지

▪ 기존 점주와의 계약연장 및 신규
단기임대가 모두 실패할 경우, 
기회손실을 감수하고 공실 유지

▪ 통합발주를 위한 공실유지 시, KPI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회손실 성과평가에 미반영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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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역사 구조 개선4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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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역내 입점한 점포의 매출액 수준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외부업체를 활용해 임대료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감정평가 업체는 지상상권의 임대료 수준, 역내 인근 점포의 임대료 수준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 및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함

– 하지만 지상상권과 역내상권의 활성화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존재하며 (예. 환승역), 역내 인근
점포의 임대료가 잘못 산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점포들이 일부 존재함

– 환승역사: 동작역은 환승역으로 지상상권 대비 역내상권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음. 하지만 감정평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타 역 대비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음

– 승객급증역사: 신사역의 경우 최근 가로수길 상권의 급성장으로 인해 역내 유동인구가 급증하였지만
감정평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음

– 신규입점업종: 초기 화장품전문점의 경우 타 업종 대비 매출 창출력이 막강하지만, 역내 인근 점포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매우 낮은 임대료로 운영한 과거가 있음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포 매출액을 상시 파악하여 해당 Data를 감정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임대료를
현실화하여야 함

– POS 시스템 구축: 도시철도공사 고유의 POS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점포와 재계약 시 해당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항을 삽입함

– 그 외 직접관찰을 통한 구매객 및 구매액 파악을 통한 개략적 예측 등의 단기적 방법 활용이 가능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시, 2020년 기준 약 25억~60억의 이익증대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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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점포 매출액 수준을 파악하여 적정 임대료
산출
– 단기적으로 코레일과의 정보공유, 

직접관찰을 통한 구매객/구매금액 파악
등을 통해 매출액 수준 개략적 예측 가능

– 장기적으로 POS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업종별/점포별 정확한 매출액 파악

▪ 파악된 적정 임대료를 감정평가 시 반영하여
임대료 현실화

▪ 임대료가 최적화되지 않은 역사 및 점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환승 역사: 역사 내부 환승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으로 인해

지상상권 임대료를 참고하기 어려움
– 승객 급증 역사: 과거 임대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음
– 신규 입점 업종: 과거 화장품 업종 신규 입점 시, 매출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 체결

매출 대비 적은 임대료를 내는 일부 점포가 존재함 (서울메트로 예시)

편의점 점포별 연
임대료, 억원

편의점 점포별 연
매출액, 억원

25

21

19

22

5

6금호 0.1

동작 0.2

서초 1.0

서울역 1.3

강남역 1.5

잠실 1.9

1.8

4.0

4.5

7.0

7.0

7.2

임대료 비중
퍼센트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 브랜드점포 임대수익: 260억
▪ 재계약 가능 비율: 74%(’15), 100%(’20)
▪ 임대료 상승률: 17%(Low)~39%(High)

Low High

주요 가정

15

2020 25 60

2015 35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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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역사 및 업종 별 매출액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출액 대비
임대료가 매우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역사 및 업종별 매출액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시, 향후 임대료 최적화가 불가능함

매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임대료를 내는 점포들이 존재함

3

편의점 점포별
연간 임대료
억원

편의점 점포별
연간 매출액
억원

금호 0.1

동작 0.2

서초 1.0

서울역 1.3

강남역 1.5

잠실 1.9

4.0

3.5

4.5

7.0

7.0

8.0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
퍼센트

25

21

19

22

5

3

환승
역사

▪ 환승역사는 역사 내 유동인구는
매우 많은 반면 역사 외부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짐

▪ 이로 인해 지상 상권 임대료
참고가 어려우므로 임대료가 매출
수준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음

승객
급증
역사

▪ 주변 상권의 갑작스런 성장으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예. 가로수길-신사역)

▪ 이용객 급증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과거 임대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음

신규
입점
업종

▪ 과거 화장품 업종 신규 입점 시, 
매출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 체결함

▪ 하지만 역내 점포의 매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계약
시 임대단가의 대폭적 상승이
기대됨

서울메트로 예시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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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찰을 통해 기존 점포의 매출 수준을 예측하거나 매출 공유형
임대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료 현실화가 가능함

파악한 매출액 수준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함

예시적3

0

1

2

3

4

5

6

7

8

KJIHG…EDCBA

역사/업종별 매출 수준 파악을 통한 임대료 증대 효과 예시
억원

조정 임대료

기존 임대료

점포 매출

임대료 증가분

▪ 매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과거
저평가되었던
임대료를 현실화함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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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코레일과의 협업 및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매출수준을
개략적으로 예측하며, 장기적으로 POS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매출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매출 추정 방법론

3

코레일
직영점포
매출정보 공유

고객수 및
구매금액
관찰/서베이

POS 시스템
구축

▪ 코레일은 Storyway라는 편의점 브랜드를 직접 운영
▪ 코레일과의 협조를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준, 점포가 입점한 역사의 이용객 수, 점포의

입지 정보를 공유
▪ 코레일 Data와 비교를 통해 도철 입점 점포들의 매출 추정 가능 (특히 편의점)

▪ 역무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직접 특정 점포의 구매객 수 및 구매금액 조사
– 역사 이용객 수, 평일 및 주말 등을 기준으로 대표 역사를 선정해 구매객 수 조사
– 구매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평균 구매금액 파악

▪ 지하철 역내 위치한 점포를 대상으로 POS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매출액 파악
– 임대계약 시, POS 시스템 신규 구축을 조건으로 계약
– 400여개 점포에 POS 시스템을 도입할 시, 약 3~5억의 Capex 투자 필요

대표 역사를
대상으로
점포 직영

▪ 소수의 대표 역사를 선정하여 직접 점포 운영
– 업종: 카페, 베이커리 등 필요 역량 수준이 낮은 업종
– 직영 방식: Franchisee 형식으로 운영 시 직영 용이함

▪ 해당 점포의 매출 성과를 바탕으로 타 브랜드 점포 매출 수준 예측 가능

단
기

장
기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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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 주요 리스크 설명 및 관리
방안

▪ 점포들이 매출 수준을 낮춰
보고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사용을 유도할 수 있음

현금 사용에
따른 정확한
매출집계
어려움

▪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Penalty 부여
– 현금사용에 대한 영수증 미발급 시, 

이를 신고하면 점포에 일정 금액의
Penalty 부여함

▪ 브랜드점포 위주로 매출액 파악 실시
– 브랜드 점포의 경우,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미미함

설명 관리 방안Risk 

3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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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광고주 다각화5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역사 구조 개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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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구조 개선

▪ 현재 역사의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포 매출액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음

▪ 효율적인 역사 구조 구축을 위해 다음의 개선안 실행 가능

–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동선 설계

– 목적지가 되는 공간을 Dead zone에 배치해 추가동선을 창출

– 상업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간 설계

– Traffic이 집중되는 공간에 기능실 대신 상업시설을 배치

– 쉼터, 독서실 등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비교적 덜 복잡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배치

– 역사별 유입 고객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상가 선정 및 배치

– 기존의＂낮은 품질/저가 쇼핑" 이미지를 탈피한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 제공

▪ 또한 향후 신규 역사 개설 시, 지하철 양 공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프로세스 구축

– 현재는 지하철 양 공사의 의견 없이 서울시에서 모든 역사 구조를 디자인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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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구조개선4

아이디어 배경

▪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과 소비자 행동 특성 및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 특히, 지하철의 운송수단으로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역사
설계가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역사 설계 시 상업적인 측면(상가 및 광고 배치 등) 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음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신설되는
역사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설계 개선안의 권고가
필요함

아이디어 소개

▪ 단기적으로, 지하철 공간 설계
대원칙에 근거하여 현 역사 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상업성 극
대화와 시민 편익 향상을 추가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 예. 실제 Traffic에 근거한 기

존 역사 내 상점 Layout 재
배치, 역사별 고객 특성에
맞는 점포 선정, 상업 공간
에 대한 가시성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 장기적으로, 신규 역사 설계 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편의
와 상업적 가치간의 최적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유관 부서(예. 도시

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
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서울 메트로와의 협업을 통
하여 시너지 창출 기회 모색
할 수 있음(예. 신규 환승역
에 대한 공동 참여)

역사를 설계할 때, 상가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는다. 
운영사가 건설된 역사를
맡은 후에야 자투리 공간에
상가를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1~4호선 대비 5~8호선 역사
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내역은 없다.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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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과 다른 특징이 있어,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4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의 특징

▪ 유입 인구
– 유입 인구 구성(성별, 연령

등) 에 대한 통제력 없음. 
역사 위치 및 노선에 따라
결정됨

– 고소득층 비중 낮음
–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비중이 매우 높음(출퇴근
등)

– 대부분 지하철 승차가 주
목적이고 시간에 민감함

– 방문 이후 지하철, 버스, 
도보 등으로 이동해야 함

▪ 물리적 환경
– 쇼핑 환경에 제약이 있음

(넓이, 층고, 조명, 환기 등)
– 역 진입로, 개찰구, 층간

이동통로에 의해 이동
경로가 결정됨

– 역사 주변에 상권이 발달됨

지하철 공간 설계의 대원칙 및 실행방안

▪ 제 1원칙으로 모든 방안 실행 시 고려운송수단으로서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간의
균형 유지

1

▪ 역사별 유입 고객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상가 선정 및 배치

▪ 기존의＂낮은 품질 / 저가 쇼핑" 이미지를 탈피한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 제공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4

f

g

▪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동선 설계

▪ 목적지가 되는 공간을 Dead zone에 배치해 추가동선
창출

▪ 상업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간 설계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2

a

b

c

▪ Traffic이 집중되는 공간에 기능실 대신 상업시설을
배치

▪ 쉼터, 독서실 등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비교적 덜 복잡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배치

공간별 특성에
맞는 시설배치로
공간가치 극대화

3

d

e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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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다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에 목적
지가 되는 점포를 배치할 경우…

… 새로운 동선을 창출해 해당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점포를 (예. SPA의류브랜드, 슈퍼마켓 등) 
Dead zone에 유치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음

서울메트로 사례4b

▪ 현재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화장실 외에 새롭게 동선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음

▪ 향후 SPA브랜드, 슈퍼마켓, 각종 승객편의서비스를 (예. 구두수선, 애완견보호 등) 적극 유치해
비활성공간에 배치하여 새로운 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

Hot zone

1번, 9번 출구 방향에
홍익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음

Dead zone
2번, 8번 출구 밖에는
별다른 목적지가 없어
유동인구가 없음

▪ 목적지가 되는 시설/점포
입지 (예. SPA브랜드, 
슈퍼마켓, 화장실 등)

▪ 해당 목적지에 가기 위해
추가적인 동선 창출

과거
승객동선
신규
승객동선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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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계 시 고려하거나 기존 시설물의 디자인 및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핵심 공간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음

4c 서울메트로 사례

통행로 중앙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 점포를 보기가 어려움

안내표지판 디자인 변경을 통해 승객편의와 가시성 확보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음

상가
안내표지판

상가 안내표지판

고속터미널역, 홍대입구역 사례
주변지역 안내도1 2

현재
안내
표시판

개선된
안내
표시판

안내
표지판을
원통 형태로
개선할
경우,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가시성
확보에 용이

판 형태로
되어있어
통로
반대편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떨어짐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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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점에서 상업 시설 배치를 고려함으로써 유동인구 집중
공간에 상가시설 확대가 가능함

4d 서울메트로 사례

유동인구 집중공간을 기능실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상가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유동인구 집중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설계되
어 있지 않음

홍대입구역 사례 금호역 사례

승객 동선

유동인구
집중공간

유동인구
집중공간

승객 동선

환기실

홍대입구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이지만
이미 환기실이 점유하고 있음

사방형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방치되고 있음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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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 시설을(예. 물품보관함, 독서공간 등) 비핵심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핵심상업공간 활용 가능 면적을 넓힐 수 있음

4e 서울메트로 사례

역삼역 사례 금호역 사례

▪ 8개의 출입구 중 4개의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Hot spot

▪ 막대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보관함으로 활용되고 있음

▪ 4개의 출입구 중 2개의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Hot spot

▪ 막대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쉼터/독서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유동인구
집중공간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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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간 차별점이 불명확해
비교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것

오감을 (특히 시각 및 후각) 
자극하는 것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

남녀노소 다양한 유동 인구가
구매할 수 있는 것

일상에 없으면 불편한 것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지상 상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것

출근/등교 후 및 귀가 후 주로
사용하는 것

점포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되는
것 (특히 Depth)

편의점

지하철 역사 내 구매결정 원인 및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업종을 판단해 상업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예시적4f

간식류
(빵, 커피)

저가의복
(옷, 신발)

저가
패션잡화

휴대폰
액세서리 휴대폰

렌즈/
안경

저가
화장품 약국 장난감

예시적 신규기존

상가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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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광고주 다각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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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다각화 및 다양한 광고 상품 개발

▪ 현재 지하철 역내/전동차내 광고는 수익성이 낮은 광고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광고수익의
지속적 저하 및 미관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이 메이저사 광고가 유치 시 역 내 미관개선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메이저 광고 가격이 기존 광고주 대비 최대 3배까지 높음에 따라 광고수익 기여
효과도 큼

– 하지만 메이저 광고주 인터뷰 결과, 성형외과 등 중소기업의 광고가 역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지하철 광고의 매력도가 감소하여 메이저 광고주가 점차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광고상품/기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광고주들도 광고효과가 더 큰 상품을 원할 경우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광고관련 규제, 매체사1와의 계약구조, 매체사의 영업역량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메이저
광고주 유치 확대가 어려움
–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광고포맷, 광고내용, 광고크기에 제약이 존재해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광고를 판매하기 어려움
– 현재 매체사와 운영사간 계약구조 상, 매체사가 메이저 광고주 영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 정량적이며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영업이 필요하나, 현 매체사는 인간관계 중심의 영업에 그침

▪ 도시철도공사는 향후 KT스마트채널과 전속계약2 해지 후 독자적 광고사업 운영 시, 각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대기업 유치를 확대해야 하며, 2020년 기준 195억~290억의 이익 증대 효과가 기대됨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광고규제 철폐
– 매체사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대기업 광고주에 대한 집중영업 유도
– 광고효과 DB 구축을 통한 매체사 영업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논리적/정량적 마케팅 포인트 구축 후

매체사와 공유

1 광고주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하는 광고 대행사를 뜻함
2 KT 스마트채널이 각종 디지털 광고매체를 투자/설치하는 조건으로 2020년까지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광고사업 운영권한을 가져가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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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다각화6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도시철도공사와 KT스마트채널간 광고위탁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지 후 광고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기획이 요구됨

▪ 현재 역/전동차내 중소기업 광고(예. 병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광고 수준 저하로 인해 메이저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욱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 반복

▪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창의적 광고 포맷을 활용한 대형
광고주 광고가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향상한다고 응답

▪ 향후 KT스마트채널과의 계약해지를 대비하여
선제적 사업운영방안 수립 필요

▪ 단기적 광고사업/광고매체사 운영방안
– 특정 매체를 다수의 매체사가 경쟁 판매
– 표준가격 산정을 통한 가격 신뢰도 회복
– 질 낮은 광고에 대한 Quality control 기준

강화
– 매체시설 개선 투자 및 업무를 매체사로부터

도시철도공사로 이관
▪ 장기적 광고사업/광고매체사 운영방안

– 대형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를 활용해 1매체
1매체사 구조로 전환

– 입찰을 통한 변동가격제로 전환
– 신규 첨단 매체 발굴 및 도입

중소기업 광고가 늘고, 그로
인해 메이저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 광고가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지하철 광고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

장기적으로 메이저 광고비중을 늘리지 않을 시, 광고사업 성장이 어려움

1~4호선 광고주 비중
%, 2013, 서울메트로 사례

지하철 광고를 점점 더 꺼리게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소위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

25~30대기업

70~75중소
기업

예상 재무 효과(이익, 억원)

▪ 메이저광고 유치 비율: 15%(’15), 50%(’20)
▪ 광고단가 상승률

– 2015: 120%(Low)~150%(High)
– 2020: 170%(Low)~250%(High)

주요 가정

2901952020

40302015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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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광고 비중 하락에 따른 지하철 역내 광고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메이저
광고 이탈의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광고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

1 현대자동차, KT, SKT 옥외광고 담당자

5

현재의 낮은 메이저 광고비중이 지속될 시... 지하철 광고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점점 더
꺼리게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소위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1

기업들이 계속 광고예산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매력도가 낮은 지하철 광고가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다.

-복수의 대형 광고주1

중소기업 광고가 늘고, 그로 인해
광고주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 광고가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지하철
광고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

광고주 비중 (서울메트로 예시)
퍼센트, 2013

대기업

중소
기업

25~30

70~75

▪ 각 광고의
주목도가
낮음

▪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해 미관을
해침

▪ 광고면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주목도가
높음

▪ 디자인이
세련되어
미관 개선
효과가 큼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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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광고주들은 지하철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1 현대자동차, KT, SKT 옥외광고 담당자

5

신제품 출시 및 이벤트 개최 시, 지하철 광고를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수요는 존재하지만…

…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잠재수요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광고위치
및 포맷
제한 존재

▪ 광고 위치 및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여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광고포맷, 광고내용 도입에 제약이
존재함

매체시설의
낮은 질

▪ 광고매체 시설이 기술적 / 미관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디지털 광고매체의 부족
–일부 낮은 수준의 조명광고 시설

광고관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

▪ 광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 광고에 대한 신뢰도 저하

–광고가격 변동성이 커 가격 신뢰도
낮음

–광고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가
적시 이뤄지지 않음

낮은
Quality의
광고 존재

▪ 낮은 수준의 디자인 및 인지도가 낮은
중소업체의 광고가 역내 존재함에 따라
광고주들의 지하철 광고 자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

광고효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족

▪ 광고주 입장에서 지하철 광고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광고효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필요

▪ 하지만 현 매체사들은 관계에 기반한
비논리적 영업방식에 치중해 있음

브랜드 광고

신제품/ 이벤트 광고

▪ 기업명 및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

▪ 매체에 대한 인지도
및 매체환경이
중요하므로 지하철을
통한 광고 의사 부족

▪ 신제품 출시, 이벤트 개최 시 단기적인 인지도 구축을
위한 광고 (랩핑 및 디지털매체 적극 사용)

브랜드광고는 주로 TV, 
신문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옥외광고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

지하철은 집객력이 매우
막강하므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역내/전동차내 광고할
잠재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 복수의 메이저 광고주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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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완화,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및 논리적 영업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함

상세논의5

제약요인 근인 해결 방향성

광고위치 및 포맷
제한 존재

매체시설의
낮은 질

광고관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낮은 Quality의
광고 존재

광고효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족

▪ 공익성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광고 자율성
훼손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규제 완화
유도

과도한
디자인 규제

디자인 규제
완화

▪ 주요 업무를 매체사의 자율에
맡기는 위탁 운영방식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 및 개선이
어려움
– 대규모 사업 역량이 부족한

매체사가 독점 운영하여
장기적 광고개선 Plan 미비

– 일정기간 후 위탁운영
매체사가 바뀌기 때문에
매체사의 장기투자 부족

– 매출 극대화를 위해 저질의
광고 또한 제한 없이 진행

– 매체사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으로 변동성 증대

▪ 주요 업무 광고팀 이관 및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 매체사별 매체 배분 방식

단/장기적 개선
– 매체시설 개선 투자 업무

광고팀 주도
– 광고 Quality control 기준

강화
– 단기적으로 표준가격제

도입

매체사
운영방식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 관계에 의존한 비논리적
영업방식

▪ 정량적 영업 근거 구축 노력
없음

▪ 광고효과 DB 구축
▪ 광고 컨설팅을 통해 신규

포맷의 광고 영업을 위한
양식 개발

영업역량
부족

논리적
영업역량
개발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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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시설
개선 투자

광고
Quality 
control

가격산정
방식

매체의
매체사
배분방식

…매체사 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함5

현 운영방식 장기적 개선 방향성단기적 개선 (3호선 시범운영 중)

매체사 운영방식 개선 방향성

▪ KT스마트채널이
도시철도공사 광고사업
독점운영

▪ 하지만 대규모 광고사업운영
역량이 부족해 판매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매체사가 독자적으로 가격 결정
– 가격 변동성이 높아져

광고주의 지하철 광고 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가능

▪ 매체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광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매

▪ 도시철도공사 또한 독자적인
Quality control 노력 부족

▪ KT스마트채널이 자율적으로
매체시설을 개선하는 구조

▪ 하지만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기 계약된 내용 외
장기적인 시설투자 없음

▪ 특정 매체를 다수의 매체사가
경쟁하여 판매하도록 변경

▪ 단, 다자간 경쟁으로 인해
통합기획 및 대기업 광고주
유치 에서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도시철도공사가 매체별
표준가격을 산정하여
정액으로 판매

▪ 일부 광고수익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디자인 및
광고내용 측면에서 Screening 
기준을 더욱 높여 적용함

▪ 매체시설 개선 업무를
도시철도공사 광고팀으로 이관

▪ 일정 수준 미만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매체 개선 (예. 조명광고) 및
디지털 광고매체 도입

▪ 대규모 광고사업운영 역량을
갖춘 매체사 (예. JC Decaux) 
확보가 가능하거나, 
광고대행사 (예.제일기획) 사업
참여의사 존재 시, 1매체
1매체사 구조로 전환

▪ 지하철 광고의 매력도 상승을
통해 광고주간 광고 경쟁이
격화될 시, 입찰을 통한
변동가격제로 전환하여 수익
극대화

▪ 광고 제한의 기준을 더욱 높여
지하철 광고의 이미지 지속
개선

▪ 신규 첨단 광고매체 발굴 및
도입
– 예. 홍콩 MTR은 Digital 

Crown Bank라는 독자적인
광고매체를 도입해 역내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함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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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함5

배경 도시철도공사 필요 노력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도로 2013년 6월~ 
12월까지 개정작업 진행
– 주요 Milestone 마다 지하철 운영사를

포함한 유관조직을 초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임

▪ 서울메트로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참여
– 서울메트로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참여 실행계획
수립 중

–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정
방향성에 대한 근거 확립

▪ 주요 건의사항
– 광고 가능위치 추가 확보

(예. 계단/에스컬레이터 옆면, 기둥, 환승
통로 등)

– 사용가능 광고매체의 다양성에 대한
허가 (예. 디지털 LCD 등)

– 광고간 이격 거리 감소

▪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지하철 운영사의 광고면적, 광고위치, 
광고내용 등을 규제하지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함
– 중요 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침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계단

등 주요위치의 광고 제한
– 미관이 훼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광고포맷 제한 (예. 

래핑)
▪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창의적 광고 포맷을 활용한 대기업

광고주 광고가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향상한다고 응답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야 함

대기업 프로모션 광고가 미관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 n=500

대기업 프로모션 광고가 가시성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 n=500

94 개선한다

6
개선하지 않는다

74

똑같다

10
개선하지
않는다

16

개선한다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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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위한 실행계획

아이디어 실행 예상일정

서울메트로와 협업체계 구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참여

필요 설문조사 진행

▪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
광고팀과 협의 진행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논의하여
참여방법 협의
– 참여 시기 (예. 각 보고 시)
– 참여 방법 (예. 용역사와 직접

논의 혹은 디자인본부에
간접적 의견 전달 등)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용역사와 의견 불일치 시, 
설문조사 진행하여 실제
승객의견 파악 및 전달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도시교통본부 ▪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 광고팀과 도시철도공사 사업관리처 광고담당과의 협업 조율

5

~’13

양 공사
광고담당

▪ 협업체계 및 방식에 대한 협의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성 공유
– 향후 수행역할 및 책임 분배 (예. 전문성 및 인력수를 고려할 때, 서울메트로 주도하에

도시철도공사 지원)

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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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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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원배치

▪ 지하철 운영이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함
– 승무분야(기관사): 새벽 1시 막차 운행 종료 후부터 새벽 6시 첫차 운행 시작 전까지 운전업무

없음
– 역무분야: 새벽 1시 막차 운행 종료 후부터 새벽 6시 첫차 운행 시작 전까지 역내 승객 없으므로

CS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가 없음
– 기술분야1:  일부 부서는(예. 궤도 유지보수) 열차 운행이 종료된 후 업무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며, 일부 부서는(예. 개찰구 유지보수) 열차가 운행하는 주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임

▪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위 세 분야에 24시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직원의 라이프스타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업무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도 Peak time을 기준으로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 실제 필요인원

대비 더 많은 정원이 필요함
– 24시간 업무 유지를 위해 오후 6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변동적인 출근시간(주간조: 오전9시 / 야간조: 오후6시) 및 15시간 근무 등 직원의 건강 및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해침

▪ 각 분야별 시간대 업무량에 맞춰 인원을 투입할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직원의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 및 근무환경 제공이 가능해짐

▪ 단, 노사합의를 위해 정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다양한 형태로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1 전동차, 선로 등 지하철 운행과 관계된 설비/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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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인원 투입6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도시철도공사는 역무, 궤도, 통신, 전자, 건축, 설비, 승무 등
시간대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분야에도 24시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함

▪ 하지만 해외 운영사들은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을 투입함

1815 21 249630 12

0 3 24211815126 9

도시철도공사와 싱가포르 SMRT와의 인력투입 현황
비교

시간대별 인력 투입 현황 비교

궤도, 신호

역무, 통신

▪ 부서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
– 야간근무가 일절 필요 없는 직렬/부서의

경우 비숙박 근무제 도입
– 주/야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직렬/부서의

경우 시간대 별로 다른 인원수를 투입하는
탄력적 교대제도 도입

▪ 근무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의
일정부분을 직원과 공유하여 실행가능성
제고
– 교대주기 확대를 통한 출/퇴근시간 안정성

제고
– 근무제도 선택 다양성 제공
– 임금/복지혜택 추가 제공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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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근로 조건 개선의 기회가 존재함

430 194

4,372

605
6,473

기타2차량기술

1,426

역무

1,301

승무

1,021

24시간
교대
인원

현업
통상
근무
인원

1,496

본사
인원

총 인원

도시철도공사 근무유형별 인력 현황1

명

B

1 2013년 8월 현원 기준
2 24시간 같은 수준의 인력 운영이 필요한 종합관제센터 및 콜센터

A 승무

▪ 24시간 개별 교번제
순환 근무

▪ 전동차 운행이 없는
심야 시간 비숙박
근무제도 도입 가능

기술 / 역무/ 차량

▪ 24시간 3조 2교대
순환 근무

▪ 시간대 별 실제
업무량에 근거한
탄력적 인원 투입
가능

조직/운영 효율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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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을 투입하는 해외 운영사와 달리
서울시 산하 양 운영사는 24시간 동일 인원을 투입하고 있음

시간대별 투입인원, 퍼센트 근무시스템시간대별 투입인원, 퍼센트 근무시스템

100

55

100
5050

5

100100

50
100

50

100100100

100

20

100

자료: Former managing director of engineering (SMRT)

20

100100

0

100100

궤도

신호

건축

전자

통신

전기

0am 8am 4pm 0am7am 3pm 11pm 7am

▪ 4조 3교대
– 각 조 평균

8시간 근무

▪ N/A

설비

▪ 4조 3교대
– 각 조 평균

8시간 근무

▪ 3조 3교대
– 각 조 평균

8시간 근무

▪ 심야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주간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심야 당직 활용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기
술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역무

승무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심야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심야 당직 활용

▪ 변형 통상근무
– 8시간 근무
– 당직 없음

24시간 동일인원 배치

24시간 운행수에 따라 배치

▪ 3조 2교대 운영

▪ 조직 운영 상의 비용적
비효율 발생

▪ 근무 환경 저하
– 야간 근무 조의 경우

15시간 연속 근무 필요
–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한 주일씩
돌아가며 맡아,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의한 삶의 질 저하

▪ 개별 교번제
– 운행 스케쥴에 따라

개별적 출근/퇴근
– 평균 10시간 체류 및 그

중 4시간 운행

조직/운영 효율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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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분야의 경우 전동차 운영이 끝난 심야 시간에도 기관사가 대기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비숙박 근무제도 도입1이 가능함

시간대별 기관사 투입현황 (평일기준)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시간대

1 열차 운행에 따라 기관사별 각기 다른 운행 스케쥴을 부여 받는 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함

운행 전동차 편성 수

기관사 배치인원

6A

현황

비숙박
도입

▪ 야간운행을 마친 기관사 중
차일 아침운행이 있는
기관사는 밤샘 후 운행

– 약 2시간 취침시간 외
현장대기

– 불규칙한 숙박 근무로
인해 기관사의 피로가
증가하는 등 근무 환경
저해 심각

▪ 야간조 (하루 저녁운행 + 
다음날 아침운행) 폐지

▪ 모든 기관사는 하루 내 두
차례의 운행을 모두 마친 후
퇴근

▪ 단, 첫차운행 및 막차운행
인원에 대해 교통지원 필요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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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분야의 경우 지하철 운영 종료 후 심야시간 업무량이 급감해 비숙박
근무제도1 도입이 가능함

시간대별 역무원 투입현황

9am 6pm 12am 6am 9am

운영종료

시간대

▪ 1am~4am 취침

▪ 4am~5am 영업준비 작업이
있지만 1인이 최대 30분 안에
모두 마칠 수 있는 수준임

– 조명 점등, 승강설비 작동, 
발매기 작동, i-center 
컴퓨터 작동, 셔터 오픈

▪ 12am~1am / 5am~6am은
승객수가 급감해 당직자
1인으로 업무처리 가능

– 또한 대부분의 역사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어 당직자
업무지원 가능

▪ 9호선은 당직자 없는 비숙박
근무제도를 운영하며, 
심야시간은 민간보안업체에
모니터링/대처작업 외주

투
입

인
원

1 심야시간에 당직자 배치하여 긴급상황 대비

6A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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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업무량 분석1 결과 시간대별 업무량의 차이가 존재함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1 2013.6.9~6.15(7일) 근무 인원이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를 분석함. 분석결과 통신, 전기, 토목 분야는 주야간 업무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비심야

주간집중

야간집중

해당 부서 시간대별 업무 추이

▪ 전자

▪ 건축

▪ 설비

▪ 신호 (PSD
유지보수
업무 제외)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2

전자 건축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2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2

유휴시간 유휴시간

유휴시간

유휴
시간

PSD 업무
PSD
업무

주요업무3기타업무3

6B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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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전자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수시(순회)점검

▪ 고장정비

▪ 예방정비

▪ 1개월 정기점검

▪ 3개월 정기점검

▪ 계절별 특별점검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LMWS
전자시설물
모니터링

▪ 예비품 기능점검

72

100%

72

81%

19%

100

72

57%

43%

74%

26%

주요업무3기타업무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In
de

xe
d 

nu
m

be
r)

2

시간대

1B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6B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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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건축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UTIMS 신고사항
처리

▪ 자체보수

▪ 건축시설물
정기점검

▪ 여름철 특별점검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공사 단가계약
마감재 물량산출
및 정산

100

75%

25%

100

12%

88%

100

72%

28%

100

75%

25%

주요업무3기타업무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In
de

xe
d 

nu
m

be
r)

2

시간대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6B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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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설비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배수설비 점검

▪ 환기시설 점검

▪ 기능실 점검

▪ 풍수해 특별점검

▪ 자동제어설비 점검

▪ 급전후기계
작동상태 확인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점검일지 작성

▪ 고장신고 접수

100

100%

100

42%

58%

100

62%

38%

100

83%

17%

주요업무3기타업무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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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
d 

n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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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

시간대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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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전기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역사 전기시설물
순회점검

▪ 변전소 정기점검

▪ 전기실 정기점검

▪ 전차선 정기점검

▪ 송배전선로
정기점검

▪ 고장신고 조치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작업공구 준비/ 
정리

82

100%

82

73%

27%

82

57%

43%

100

75%

25%

주요업무3기타업무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In
de

x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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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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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

시간대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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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효율화



| 272

[Back-up] 토목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터널 모니터링
점검

▪ 지상 순회

▪ 선로 순회

▪ 역사 순회

▪ 열차 순회

▪ 역사누수 예방점검

▪ 모터카 선탑

▪ 정기 선로검사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작업공구 정리

100

100%

100

79%

21%

100

81%

19%

100

82%

18%

Series기타업무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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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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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통신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정보통신설비 점검

▪ 관제 원격방송장치
점검

▪ 청원업체 안전관리
입회

▪ 무선기지국 점검

▪ 통신기계실 점검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접지교육

83%

17%

100

78%

22%

100

80%

20%

100

80%

20%

100

주요업무3기타업무3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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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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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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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신호부서 시간대별 업무량 분석1 

1 2013.6.19~25 7일간 업무일지 분석
2 각 시간대별 7일간 투입인원의 평균치. 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함. 사고인원 제외함
3 비율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함

주요
업무

▪ PSD 정기점검

▪ PSD 고장조치

▪ 신호시설 정기점검

▪ 신호시설 예방보수

▪ 신호설비 계절별
특별점검

▪ 안전교육

기타
업무

▪ 업무 인수인계

▪ 스트레칭

▪ 업무일지 정리

▪ 작업구간 협의

▪ 고장처리 정리
9am 6pm 12am 6am 9am

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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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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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

100

100%

100

56%

44%

100

12%

54%

34%

100

9%

42%

49%

주요업무3PSD 업무기타업무3

추후 정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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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업무량 분석 방법론

UTIMS만을 활용한 업무량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조사/분석이 필요함UTIMS를 활용한 업무량 분석

UTIMS
설명

▪ 도시철도공사 업무일지 기록
시스템 (2005년 도입)

▪ 기술분야 현업 부서별 수행한
업무를 직접 기록
– 업무유형 (예. 정기점검, 

특별점검, 보수 등)
– 업무수행시간
– 업무투입인원

UTIMS
활용한
업무량
분석
방법론

▪ 2013.06.09~06.15 일주일간
개화 기술관리소 업무일지
분석

▪ 시간대별 투입인원 및
주요업무 비중(%)을 분석
– 투입인원: 사고자 제외한

실제 업무투입 인원
– 주요업무: 점검/보수 등 각

부서의 핵심업무
▪ 분석 시 휴게시간 (식사, 

야간휴식, 취침시간) 제외

UTIMS
활용의
한계점

▪ 현업에서 정확한 업무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Data를 100% 신뢰하기 어려움

– [건축부서 사례] 실제 심야시간
건설현장 입회/감독 및 각종 보수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를 UTIMS에 기록하지
않아 기타업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분야 사례] 실제 06:00~09:00
시간에 비상응급상황 출동/조치업무를
수행하지만 UTIMS에 기록되지 않음

– [전자부서 사례] 심야시간 긴급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업무를
진행하지만 UTIMS에 기록되지 않음

필요
추가분석
내용

▪ UTIMS에 기록되지 않고 누락된 주요업무
반영
– 단, 과거 작성된 정량적인 Data만

반영하여 업무량 조작 방지 필요
▪ 현장실사를 통한 시간대별 업무량 파악

– 단, 사전통보 없는 실사를 통한 정확성
확보가 중요함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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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을 투입할 경우 직무 유형 별로 투입
인력 수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비심야
(전자, 건축, 
승무)

주간집중
(설비)

야간집중
(신호1) 

인원 투입

인원 투입

인원 투입

인원 투입

인원 투입

인원 투입

투
입

인
원

시간대

투
입

인
원

시간대

투
입

인
원

시간대

과거 근무시스템 개선된 근무시스템

12am 6am 9am

12am 6am 9am

12am 6am 9am

예시적

1 PSD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한 경우. 현재는 신호 직무 인원이 PSD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야간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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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량을 고려한 세부 근무 시스템 설계의 원칙

▪ 시간대별 업무량에 맞춰 인원을 투입함

– 비심야업무는(예. 승무, 역무, 전자, 건축 등) 비숙박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24시간 업무가 필요할 시, 조를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 업무량에
맞춰 배치함(예. 싱가폴 SMRT는 특정 분야에 대해 10개 조까지 운영)

▪ 근무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복지 개선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함

–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 최대한 반영

▫ 규칙적 근무시간을 제공하여 근무자에게 안정적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함

▫ 장시간의 불규칙한 야간 근무 비율을 최소화하여 근무자의 건강권을
보장함

– 절감되는 비용 중 일부를 금전적/비금전적인 형태로 직원과 공유함

▪ 인위적 고용조정 없음

– 근무시스템 개선 후 강제적인 해고 없음

– 자연퇴직 및 신사업 재배치를 통해 유휴인력 해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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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야업무 근무시스템 개선안 예시 – 기술분야 전자부서 사례

개선된 근무시스템 (변형 통상근무)현재 근무시스템

1조
(90명)

2조
(90명)

3조
(90명)

1주차 2주차 3주차

주간조

▪ 9am~6pm 
▪ 9시간 근무

야간/비번조

▪하루 야간
밤샘 근무
(6pm~9am, 
15시간)
▪다음날 비번
휴식 주간조

야간/비번조

주간조

야간/비번조

야간/비번조

▪ 총 270명 투입 (1조 90명 X 3조)
▪ 야간근무 비율 33% (총 3주 중 1주 밤샘근무)
▪ 1~2주마다 출근시간이 변하여 생체리듬 파괴

– 주간조: 오전 9시 출근
– 야간조: 오후 6시 출근

1조
(90명)

2조
(90명)

1개월차 2개월차

주간 1조

▪ 6am~3pm
▪ 9시간

주간 2조

▪ 3pm~12am
▪ 9시간

주간 1조

주간 2조

근무시스템 개선에 따라 3조 정원 감소

▪ 총 180명 투입 (1조 90명 X 2조)
▪ 야간근무 없어 스트레스/건강 침해요소 제거
▪ 한 달 간 출근시간이 고정되어 안정적인 생체리듬

유지 가능함

주간근무

심야근무 (자정 이후)
6

조직/운영 효율화



| 279

주간집중업무 근무시스템 개선안 예시 – 기술분야 설비부서 사례

개선된 근무시스템 (5조 3교대)현재 근무시스템

1조
(80명)

2조
(80명)

3조
(80명)

1주차 2주차 3주차

주간조

▪ 9am~6pm 
▪ 9시간 근무

야간/비번조

▪하루 야간
밤샘 근무
(6pm~9am, 
15시간)
▪다음날 비번
휴식 주간조

야간/비번조

주간조

야간/비번조

야간/비번조

▪ 총 240명 투입 (1조 80명 X 3조)
▪ 심야근무 비율 33% (총 3주 중 1주)
▪ 1~2주마다 출근시간이 변하여 생체리듬 파괴

– 주간조: 오전 9시 출근
– 야간조: 오후 6시 출근

1조
(40명)

1개월차

주간1
조
▪6am~ 

3pm

근무시스템 개선에 따라 40명 정원 감소

▪ 총 200명 투입 (1조 40명 X 5조)
▪ 야간근무 비율 20%로 감소 (5달 중 1달)
▪ 1~2달간 출근시간이 고정되어 안정적인

생체리듬 유지 가능

주간근무

심야근무 (자정 이후)

2조
(40명)

3조
(40명)

4조
(40명)

5조
(40명)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주간2
조
▪ 2pm~

11pm

야간조
▪ 10pm

~7am

주간1
조

주간2
조

야간조

야간조

야간조

야간조

주간1
조

주간2
조

주간2
조

주간1
조

주간2
조

주간2
조

주간1
조

주간1
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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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중업무 근무시스템 개선안 예시 – 기술분야 궤도부서 사례

개선된 근무시스템 (4조 3교대)현재 근무시스템

1조
(120명
)

2조
(120명
)

3조
(120명
)

1주차 2주차 3주차

주간조

▪ 9am~6pm 
▪ 9시간 근무

야간/비번조

▪하루 야간
밤샘 근무
(6pm~9am, 
15시간)
▪다음날 비번
휴식 주간조

야간/비번조

주간조

야간/비번조

야간/비번조

▪ 총 360명 투입 (1조 120명 X 3조)
▪ 심야근무 비율 33% (총 3주 중 1주)
▪ 1~2주마다 출근시간이 변하여 생체리듬 파괴

– 주간조: 오전 9시 출근
– 야간조: 오후 6시 출근

1조
(60명)

1개월차

주간1조
▪6am~ 

3pm

근무시스템 개선에 따라 120명 정원 감소

▪ 총 240명 투입 (1조 60명 X 4조)
▪ 심야근무 비율 50%로 감소 (4달 중 2달)
▪ 한 달 간 출근시간이 고정되어 안정적인

생체리듬 유지 가능

2조
(60명)

3조
(60명)

4조
(60명)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주간2조
▪2pm~ 

11pm

야간조
▪ 10pm~ 

7am

주간1조

주간2조

야간조

야간조

주간1조

주간2조

야간조

야간조

주간1조

주간2조

6
조직/운영 효율화

주간근무

심야근무 (자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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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인력 운영 조정을 통해 창출된 인건비 절감액 중 일부가 직원과
공유될 시 제도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예시적

직원과의 논의를 통한 추가적인 금전/비금전적 혜택 제공이 제도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추가 임금 제공
▪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임금 제공

▪ 야간근무 비율을 높여 임금수준 증대 가능

추가 복지혜택
제공

▪ 근무제도 개선 대상 부서의 근무환경 개선
– 예. 복지카드 금액 증대, 취침환경 개선, 공기질 개선 등

추가 휴일 제공
▪ 추가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인원을 증대함으로써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 가능

근무제도 선택
옵션 다양화

▪ 야간근무조 제도 도입 시, 주간/야간 이원화된 전문조를 운영함에
따라 선택 가능성 증대

– 높은 야간근무 비율을 감수하고 고임금을 원하는 직원의 니즈
충족 가능

교대주기 확대
▪ 현재 주간/야간조 교대주기는 짧게는 1일 길게는 1~2주로 이뤄지고

있어 불규칙적 생활 강요

▪ 교대주기를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칙적 생활 제공 가능

6
조직/운영 효율화



| 282

융통적인 인력 채용방식 도입을 통해 인력의 탄력운영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음6
조직/운영 효율화

업무별 채용 프로필 다변화 (역무 예시)Part-timer 채용

예시적

주간집중
업무

야간집중
업무

비심야
업무

▪ 기술분야 설비부서 적용 가능
▪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예. 주간 러시아워) Part-
timer를 채용하여 인력 추가
배치

▪ 기술분야 신호부서 적용 가능
▪ 전동차 운영이 종료된 후, 집중

유지보수작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집중되므로 해당
시간에 Part-timer를 채용하여
업무 지원

▪ 역무분야, 기술분야
전자/건축부서 등 적용 가능

▪ 전동차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통상근무 적용하여 정규직으로
운영

▪ 단, 심야 비상대기 및
당직업무에 Part-timer 
채용하여 지원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현
채용
프로필

▪ 역무의 주요업무
– 승객응대: 민원처리, 역내

안내정보 제공 등

– 시설물 고장 시 초동조치: 
간단한 보수, 담당부서 연락

▪ 역무(사무)분야 채용 프로필
– 청년고용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30세 이하 청년층 위주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전산학, 
교통공학 성적 우수자

업무별
맞춤형
프로필
적용가능

▪ 연령대 변경: 승객응대 업무가
많으므로 사회경력 및 연령을
갖춘 직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시험과목 간소화: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목을
최소화하여 업무에 적합한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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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원 투입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 시간대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철도공사도 공감하고
있음

▪ 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주간위주/야간위주/변형일근
등 근무형태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간 지속적 논의 진행
(노사협의회, 임단협, 
노사합동워크샵 등)
▪ 하지만 직원들은 근로형태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
합의 추진 거부

▪ 직원과의 합의 도출

–정원감소 및 업무패턴
변화로 인해 시스템
변경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자연퇴직 및 신사업 재배치를 통해서만 실 인원을
조정하며 강제적인 인력감축 및 임금수준의 변화
없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
▪효율성 개선 효과를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함으로써 합의점 도출. 예. 

– 현 4.5시간의 휴식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 상승 지원

– 유급 휴일을 하루 확대해 약 40일의 정기휴일
증대

– 직원 근무 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
▪해외사례 벤치마킹: 도쿄메트로, 싱가포르 SMRT
모두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

▪ 현 4개 직종의 세분화 필요 ▪전기설비, 통신전자, 토목건축분야를 각각
전기/설비/ 통신/전자/토목/건축의 6개 분야로
세분화 (신호분야 제외)

▪ 안행부의 총액임금제도 관련
지침에 맞춰 제도 개선

–총 인건비 및 인당 임금의
상승폭을 제한

▪금전 외적인 보상을 제공함 (예. 추가 휴일 제공, 
복지 혜택 제공 등)
▪자연퇴직 인원이 집중된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

–신입사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당 인건비 감소 효과 존재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상쇄 가능

6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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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분야별 업무주체 최적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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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최적화 (매출부분: 상가임대사업/승객편의사업)
▪ 현재 상가임대사업은 도시철도공사 내부 전략사업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승객편의사업

신규 운영 역시 전략사업처가 담당할 예정임

▪ 이와 같은 부대사업이 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 운영될 경우, 다양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매출
극대화가 어려움

– 담당부서 평가 시 매출과 관련한 평가요소의 비중이 매우 낮아 충분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지
못함

–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3~5년 근무 후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역량 및 노하우가 부서 내
유지되지 못함

– 외부 전문가 채용이 어려워 내부에서 부족한 역량을 쉽게 조달하지 못함

▪ JR Kyushu, 도쿄메트로 등 해외 지하철 운영사들도 자회사를 활용해 부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격적인 평가/보상체계 운영 및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 함

▪ 상가임대사업 및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대사업의 경우 역내미관 유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익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므로 통제가 용이한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 구두수선 브랜드의 경우 해당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승객편의사업은 공익성 침해여지가 적으며, 이미 높은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존재하므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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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비용부분: 운수사업)

▪ 운영사 관점에서 중요도가 낮거나 민간에서 더 높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외부이관이
가능함

– 중요도: 지하철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예. 승무, 관제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 전동차 유지보수, 궤도 유지보수) 운영사 내부에서 긴밀히 통제/처리해야 하는 업무

– 역량 보유주체: 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 혹은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경우
내부운영이 적합하며, 규모의 경제 혹은 민간의 최신기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운영이 적합함

▪ 역무를 비롯한 5개 업무의 운영주체 최적화가 가능함

– 역무: 지하철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타 부서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과 관련성이
낮으며 민간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 이미 서울메트로는 운영주체 최적화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비스 질 감소, 민원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그 외 업무: 콘센트/조명 유지보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차량기지 구내운전, 네트워크
유지보수의 외부이관이 가능함 (이미 서울메트로는 해당 업무 운영주체의 최적화 시행)

▪ 비용효율화를 위해서는 자회사의 (도시철도ENG 및 도시철도GEN) 외부 이관을 고려할 수 있음

– 자회사는 일종의 독점계약이기 때문에 임금상승 리스크가 존재함

▪ 단, 상기 개선안은 서울시의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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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운영 주체 최적화7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부대사업 외부 이관을 통한 운영 효과성 개선
– 상가임대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외부

이관
– 승객편의사업 중 자체 경쟁력 보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외부 이관 (예. 드라이크리닝
사업, 티켓오피스 사업)

▪ 지하철 운영사는 운영 주체의 최적화를 통해 부대사업 운영 효과성
개선과 전동차 운행 효율화의 기회가 존재함
– 운영사 관점에서의 업무 중요도 및 자체 경쟁력 보유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운영 주체 옵션이 존재함 (내부적 운영, 자회사 활용, 외부
민간 업체 위탁 운영)

▪ 해외 선진 철도 운영사의 경우,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 자회사와 외부
민간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예. 일본 지하철 운영사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운영

– 예. 일본 지하철 운영사의 전동차 운영 외주 현황

▪ 역 내 다양한 점포를 자회사를
통해 운영함

▪ 약국, 편의점/슈퍼마켓, 
패스트푸드, 광고관리, 
금융사업 등

▪ 역 내 상가임대 관리 및
기타 부대사업(예. 
부동산개발, 
세탁서비스, 가정부
파견사업 등)을 위한
자회사를 운영함

JR Kyushu Tokyo Metro

역무

검수

전기

궤도

역무실 관리 제외

핵심설비 제외

선로 검수 제외

일부 경정비 제외
정비, 신호, 통신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내부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 기술 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 기존 내부 업무 외부이관 (예. 역무, 

조명/컨센트 유지보수, 지상부 급전선
유지보수, PSD 유지보수, 차량기지
구내운전, 사무기기 조달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

– 현 자회사 운영 업무를 일반 외부로
이관하여 추가적인 비용절감

A

B

주요 가정

1452020 220

2015 70 100

재무효과 (이익,억원)

▪ 대상 인원수
– Low: 자연퇴직인원+1개철도사업 투입인원
– High: 자연퇴직인원+2개철도사업

투입인원
▪ 평균임금: 5,000만원
▪ 임금 절감률: 40%(Low)~60%(High)

조직/운영 효율화



| 288

운영사 관점에서의 업무 중요도 및 경쟁력 보유 여부를 파악하여 특정 업무의
내/외부이관을 판단할 수 있음

운
영

사
관

점
에

서
업

무
의

중
요

도

경쟁력 보유조직

높
음

낮
음

민간 무차별 운영사

판단 기준

업무
중요도

경쟁력
보유조직

세부 질문 예시

▪ 서비스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가?
–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아

서비스질에 직결되는가?
–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외부

이관 시, 추후 재 내부이관에
장애요인이 존재하는가?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가?
–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인가?
– 고장 시 사상사고에 직결되는가?

▪ 지하철 운영사가 원천적으로 더 높은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업무인가?
– 타부서 운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 타부서와 높은 수준의 연계작업이

필요한가?
▪ 외부 조직이 원천적으로 더 높은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업무인가?
– 타고객사와의 경험을 통해 구축한

첨단기술 및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가?
– 동기부여를 위해 별도의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이 필요한가?
– 전문가가 외부에 존재하여 자율적인

영입이 필요한가?

내부 내부

내부

외부

외부 외부

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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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외부이관이 필요할 시, 자회사 혹은 민간업체에게 이관할 수 있음

공통 고려사항

비용중심 업무
고려사항

매출중심 업무
고려사항

자회사 민간업체

▪ 자연퇴직 인원 이상의 현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 예. 도시철도ENG㈜를 설립함으로써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사 내부
인력을 외부로 이전시킴으로써 조직
슬림화

▪ 자연퇴직 인원이 많아 인위적인 방법으로
현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예. 서울메트로는 2020년까지 총

인원의 30%가 자연퇴직함에 따라
현원조정 용이함

▪ 해당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예. 구두수선 직영사업, 전동차 중정비

등은 수행가능 민간업체가 존재하지
않음

▪ 이미 상당한 역량을 갖춘 외부
민간업체가 기 존재하는 경우
– 예. 티켓오피스 운영사업,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 시 당국의 관련 규제가 많거나, 민간위탁
시 공익성의 침해가 예상되어 운영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 예. 광고내용 및 위치 결정에 서울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사업 리스크가 낮아 수익성 확보가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
– 예. 상가임대사업

▪ 시 당국의 관련 규제가 없고, 공익성 침해
여지가 적어 운영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예. 세탁위탁사업은 별다른 공익성

침해요소 없음
▪ 사업 리스크가 높아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할 경우
– 예. 승객편의사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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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운영에 최적화된 조직 구조와 제도로 인하여
효과적인 비운수 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존재함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원칙상 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평가제도
변경

추가
인센티브
제공

순환보직
미적용

외부
전문가
영입

▪ 계량지표 중 사업성과와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이 10%에 불과함

▪ 하지만 조직장의 재량으로 평가항목 비중
변경 가능

▪ 조직장의 정성평가를 통해 조직 내
최고수준의 성과급 지속적 제공 가능

▪ 하지만 사업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조직 공통의 성과급 적용률을 벗어날 수
없음

▪ 현재 3년마다 보직 변경하여 상가사업
관련 내부인력의 전문성 보존이 어려움

▪ 하지만 조직장의 재량으로 전문직 지정을
통해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현재 상가/광고 관련 외부전문가 없음

▪ 하지만 기획팀의 동의 아래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가능하며, 평가/보상 등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적용 가능함

운영사의
우선순위
가치

타 부서
직원 불만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사 평가 시, 재정건전성 및
수익극대화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

– 서비스 질 및 안전성과 관계된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낮은 우선순위로 인해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및 투자가 어려울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영입 미동의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거부 등 가능함

– 조직장의 전략적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나, 조직장 교체
시 지원 중단 가능

▪ 사업관리팀에 대한 적극 투자 시, 타 부서
직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 제기 및
사기저하 가능

– 추가 인센티브 제공, 평가항목 변경, 
외부 전문가 영입 등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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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JR Kyushu는 비운수 사업의 외부 이관을 통해 융통성 있는
운영에 기반한 수익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JR Kyushu는 이미 역량을 개발한 사업 외 신사업 분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회사 및 외부민간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1 편의점, 슈퍼마켓 등
2 가정부 파견사업 등
3 기존 상가임대사업

전
문

인
력

필
요

정
도

탄
력

운
영

필
요

도
독

자
적

평
가

/  
   

   
  

보
상

시
스

템
필

요
도

자회사 운영
직영: 신규업종2

자회사 운영
직영: 기 존재업종1

운영사 운영
임대사업3

▪ 민간업체와의 경쟁 치열함

▪ 소비자 Trend 파악, 물류 등
전문역량 필요

▪ 민간업체와의 경쟁 적음

▪ 전문역량이 필요한 기능이
많지 않음

▪ 메트로의 독점사업임

▪ 업종 기획 외 전문역량 필요
없음

▪ 아르바이트생 다수 필요

▪ 고객 집중도 및 운영시간에
따라 필요인원 변동성 큼

▪ 아르바이트생 다수 필요

▪ 고객 집중도 및 운영시간에
따라 필요인원 변동성 큼

▪ 업무의 연속성이 강하며
고정된 인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모두 매출 성과와 개인 평가/성과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필요함

▪ 하지만 현 일반적인 도시철도공사 평가시스템은 매출성과와 관계없는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기부여 어려움

높음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낮음

높음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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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JR Kyushu는 전문성 확보 및 동기부여 극대화를 위해 수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자회사 설립 주요 이유 자회사 운영 현황

향후
성장여지
존재

▪ 시장 크기가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운영 역량 및 효율성의
개선 여지가 존재할 경우

전문가
영입
필요

▪ 내부 인력으로 충분한
전문성 구축이 어려울 경우

▪ 내부 인력채용 규정 상
자율적인 전문가 채용이
어려울 경우

독자적
평가/ 
보상체계
필요

▪ 내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식이
동기부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성과에 따라 내부의 기준을
넘어서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력
탄력운영
필요

▪ 성과에 따른 인력 수 조정이
자주 이뤄져야 하는 경우

▪ 다수의 외부 계약직 운영이
필요한 경우

JR Kyushu Drug 
Eleven

JR Kyushu Retail

JR Kyushu Food 
Service

Traindor

Buntetsh
Kaihatsu

JR Kyushu 
Agency

JR Kyushu 
Financial Mgmt

JR Kyushu Life 
Service

Studio JR 
Kagoshima

▪ 역내 Drugstore 직접 운영

▪ 역내 편의점, Kiosk, 슈퍼마켓 직접 운영

▪ 역내 패스트푸드 브랜드 직접 운영

▪ 역내 베이커리 브랜드 직접 운영

▪ 역내 Japanese food 브랜드 직접 운영

▪ 역사/전동차내 광고 영업 담당

▪ 금융사업 운영

▪ 청소사업, 가정부 파견사업 운영

▪ 광고물 제작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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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은 향후 사업 별 특성에 맞추어 비운수 사업의 운영을 최적 외부 주체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7A

경쟁우위를 확보한 민간업체가
존재하는가?

공익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가?

▪ 역량우위 확보한 민간업체 존재
– 수 십 개의 대규모 상가가

조성된 역사의 경우 전문적인
업종 포트폴리오 기획 등 필요

– 지하아케이드 등 신규 상가
조성 시 최적화된 동선 설계
필요

상가
임대
사업

일반 역사

대규모
상가 조성
역사
(예. 
잠실역)

▪ 민간업체와 역량 무차별함
– 역사별 점포수 평균 5개로

업종 포트폴리오 등이
단순하여 높은 역량수준 필요
정도가 낮음

– 이미 동선이 구축된 상황에서
전문역량 발휘 여지가 적음

▪ 필요 정도 높음
– 전 역사의 모든 점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될 시 역무원을 통한
간접적 관리/감독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필요 정도 낮음
– 대규모 상가 조성 역사는 약

5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역무원
및 추가인력 투입을 통한 집중
관리/감독 가능함

▪ 자회사를 통한 운영
– 기 경쟁우위를

확보한 민간업체가
없으므로 이익의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

– 전 역사 상가임대
시, 철저한 관리/ 
감독 가능

▪ 민간업체 위탁
– 경쟁우위를 확보한

민간업체가
존재하므로 매출
추가 창출 여지 큼

– 계약 시 운영
가이드라인 삽입
및 역무원 통한
간접 관리/ 
감독으로 공익성
확보 가능

승객
편의
사업

세탁위탁 / 
티켓오피스
운영

구두수선
운영

▪ 역량우위 확보한 민간업체 존재
– 예. 크린토피아, 인터파크 등

▪ 필요 정도 낮음
– 역당 하나의 점포 운영이므로

공익성 침해 여지가 적음

▪ 역량우위 확보한 민간업체 없음
– 영세한 개인 구두수선 업자만

존재함

▪ 필요 정도 낮음
– 역당 하나의 점포 운영이므로

공익성 침해 여지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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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사업의 외부 이관으로 인해 일부 수익성 저하 리스크가 존재하나 운영
효과성 개선에 의해 이를 뛰어넘는 추가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해당 리스크를 넘어서는 상가수익 증대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외부이관 시, 도시철도공사에 배분되는 수익이 과거
대비 감소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소 존재하지만…

[민간위탁]
수수료
지불

[자회사]
법인세
납부

선도
운영사
대비
상가수익
창출액

전문역량
활용한
잠재
개선안

▪ 민간업체에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함

– 민간업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일정 %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협상에 따라
변동적임

▪ 자회사 운영 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

–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 하지만 자회사 운영 시, 자회사의
운영이익에 대해 20%의 법인세 부담

▪ 상가수익이 25% 이상 증대해야 현
도시철도공사 상가수익 이상의
추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승객 니즈 분석을 통한 업종/MD 기획
– 역별 승객 Profile 분석을 통해 각각의

니즈 분석
– 분석된 승객 니즈를 바탕으로 역사

유형별 최적의 업종/브랜드 Mix 기획
▪ 대규모 지하 아케이드 및 쇼핑몰 개발

– 역내 소규모 점포가 아닌, 대규모 지하
아케이드 개발 시 전문역량 활용 가능

7A

승객 1인당 상가수익
원

138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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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회사 활용의 경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함

하지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함
자회사 설립 시, 법인세를 부담함에
따라 이익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현재
공사
내부

자회사

▪ 도시철도공사 내부 운영
시, 법인세 부담이 없음

– 매년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 자회사를 통한 운영 시, 
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P&L을 구축함에 따라
사업이익 발생 가능

연결
재무제표

자회사를
통한 투자

▪ 자회사의 P&L을 도시철도공사와
연결하여 작성함으로써 사업이익
해소 및 법인세 미부담 가능

– 도시철도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적용 가능성 존재

– 회계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적용
건의 필요

▪ 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투자를 자회사를 통해 부담하게 하여
사업이익을 해소

– 예. 역사구조 개선공사 시, 
상가임대사업 자회사가 투자액을
부담하게 함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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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등 상대적 중요성이 낮고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추가 외부 이관이 가능함

내부운영 업무

도철 내부운영 / 서울메트로 외주 업무

▪ 역무
▪ 검수 (경정비 중 일부 제외)
▪ 정비 (중정비 중 일부 제외)
▪ 전기 (지상부 급전선 제외)
▪ 신호 (신호설비 전원장치 제외)
▪ 궤도 (모터카 운영 제외)

▪ 조명/콘센트 유지/보수
▪ 지상부 급전선 유지/보수
▪ 관제설비 유지/보수 (UPS 제외)
▪ 네트워크 유지/보수
▪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 PSD 유지/보수
▪ 차량기지 구내운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운
영

사
관

점
에

서
업

무
의

중
요

도
2

경쟁력 보유 조직

중
요

도
높

음
중

요
도

낮
음

민간 무차별 운영사

내부역량 활용 필요

외부역량 활용 필요

4

5 6 9

2 3

▪최적화 가능함3

– 해당업무 담당인원 약 2,000명에
달함(역무 1,700명, 그 외 300명)

– 단, 서울시의 고용정책을
고려하여 합의 후 진행이 요구됨

1 일반외주용역 및 자회사업무(도시철도ENG) 포함
2 지하철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이며 안전과 밀접한 관련된 업무
3 단, 지상부 급전선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함

외주 업무1

▪ 전동차 중정비 (차륜 교환 등)
▪ 전동차 경정비 (차륜 삭정, 소모품 교환)
▪ 기지궤도 유지/보수
▪ 소방설비 유지/보수
▪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 차량기지 시설관리
▪ PSD 창호 청소
▪ 차량기지 경비
▪ 유실물센터 운영
▪ 냉방설비 배관세척
▪ 철도중장비 정비 (모터카 등)
▪ 정보/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1

1817 19 20
21 22 23 24

14
7 8 121

13 15 16

25 2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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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분야별 운영주체 결정 근거 (1/5)
▪ 높음

▪ 낮음

정비

역무

검수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승객의 승/하차
관리에 초점

▪ CS, 순찰, 
초동조치 증의
업무는 쉽게
습득할 수 있음

▪ 점검주기 1달
이내

▪ 사상사고 및 열차
지연과 관련성이
낮음

▪ 전동차 운행과
간접 연관됨

▪ 2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전동차 작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점검주기 1달
이내

▪ 열차 지연과
관련이 높음

▪ 민간 전기설비
전문 인력을
활용해 역량 조달
가능

▪ 전동차 동력
공급과 직접
연관됨

▪ 점검주기 6개월
이상

▪ 열차 지연과
관련이 높음

▪ 전동차 운행과
간접 연관됨

▪ 전동차 세부
부품에 대한 ~5년
이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

▪ 점검주기 6개월
이상

▪ 사상사고 및 열차
지연과 관련이
높음

▪ 전동차 운행과
직접 연관됨

▪ 다년간의 경험
없을 시 효율성이
매우 낮아짐

▪ 점검주기 1달
이내

▪ 사상사고 및 열차
지연과 관련이
높음

▪ 전동차 출발/ 
정지와 직접
연관됨

▪ 2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신호
설계 및 시스템
이해 필요

▪ 점검주기 6개월
이상

▪ 사상사고 및 열차
지연과 관련이
높음

▪ 모든 제반
시스템에 대한
제어

▪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
필요

▪ 점검주기 1달
이내

▪ 사상사고 및 열차
지연과 관련이
높음

업무 중요도 파악 역량 보유여부 파악

타부서 운영에 대한
지식 및 연계작업의
필요성이 높은가?

타 산업 및 고객사와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가?

▪ 비상시 관련부서
연락 수준에 그침

▪ 기초시설물 관리
및 CS가 주 업무로
첨단기술 필요
없음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신호, 
통신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신호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궤도, 
전기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함

▪ 핵심기기를
제외하고
첨단기술 필요
없음

▪ 모든 기기를
통제하므로
타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함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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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분야별 운영주체 결정 근거 (2/5)
▪ 높음

▪ 낮음

지상부
급전선

관제설비
유지보수

신호설비
전원장치

조명/ 
콘센트
유지보수

PSD
유지보수

네트워크
사무기기

전동차
도장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모든 전동차
운행을 통제

▪ 관제설비에 대한
전문이해 및 소프트
웨어 역량 필요

▪ 점검주기 6개월
이내

▪ 프로그램 문제
발생 시 대량사고
발생 가능

▪ 전동차 운행과
직접 연관됨

▪ 전기시설 관련
전문성 필요

▪ 점검주기 6개월
이내

▪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승객 탑승과 관련
있음

▪ 점검주기 1달
이내

▪ 열차지연과
관계있음

▪ 전동차 운행 시
전력공급원임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점검주기 6개월
이상

▪ 열차지연 발생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업무 중요도 파악 역량 보유여부 파악

타부서 운영에 대한
지식 및 연계작업의
필요성이 높은가?

타 산업 및 고객사와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가?

▪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타부서 세부 운영
지식 필요

▪ 소프트웨어 도입
후 유지보수
작업에는 첨단
기술 필요 없음

▪ 신호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기본적인
전기시설
유지/보수 작업임

▪ 역무/승무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전기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기본적인 전선
유지/보수 작업임

▪ 역무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본사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타 고객사 물량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 필요함

▪ 검수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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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분야별 운영주체 결정 근거 (3/5)
▪ 높음

▪ 낮음

경정비
(차륜도삭
)

차량기지
구내운전

중정비
(차륜교환
)

소방설비
유지보수

기지궤도
유지보수

위생/ 
급수설비
유지보수

냉방/
환기설비
유지보수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차량기지 내부
운전이므로 승객
운행과 관련 없음

▪ 현 내부 승무
인력으로도 역량
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전동차 운행과
간접 연관됨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점검주기 6개월
이상

▪ 고장시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 발생
가능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TBD ▪ 점검주기 1개월
이내

▪ TBD

▪ 전동차 운행과
간접 연관됨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점검주기 1개월
이내

▪ 고장시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 발생
가능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점검주기 1개월
이내

▪ 고장 시 화재사고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업무 중요도 파악 역량 보유여부 파악

타부서 운영에 대한
지식 및 연계작업의
필요성이 높은가?

타 산업 및 고객사와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가?

▪ 승무/검수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단순한 전동차
운전 작업임

▪ 정비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단순한 차륜 교체
작업임

▪ TBD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검수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단순한 차륜
높낮이 확인
작업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 검수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한 수준임

▪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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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분야별 운영주체 결정 근거 (4/5)
▪ 높음

▪ 낮음

차량기지
경비

차량기지
시설관리

PSD
창호청소

냉방설비
배관세척

유실물
센터 운영

철도
중장비
정비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관련 없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관련 없음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각종 유지보수
업무에 간접적
관련성 존재

▪ 현 내부
인력으로도
역량확보 용이

▪ 점검주기 6개월
이상

▪ 고장이 나더라도
타 유휴 중장비로
대체 사용 가능

▪ 본사업무에
간접적 관련성
존재

▪ IT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필요하지만 외부
전문가 영업 용이함

▪ 안전과 관련성
낮음

▪ 안전과 관련성
낮음

업무 중요도 파악 역량 보유여부 파악

타부서 운영에 대한
지식 및 연계작업의
필요성이 높은가?

타 산업 및 고객사와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가?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단순한 청소
작업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단순 고객응대
업무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단순한 경비
업무임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임

▪ 궤도/전기/ 
신호부서와
단순한 업무조율
필요

▪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임

▪ 소프트웨어 초기
구축 시 제외하고
연계작업 필요
없음

▪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문지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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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분야별 운영주체 결정 근거 (5/5)
▪ 높음

▪ 낮음

EV/ES
유지보수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지하철 운영사의 핵심 역량인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있는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가?

고장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가?

▪ 관련 없음 ▪ EV/ES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외부전문가 영입
용이함

▪ 점검주기 1개월
이내

▪ 고장시 경미한
사상사고 발생
가능

업무 중요도 파악 역량 보유여부 파악

타부서 운영에 대한
지식 및 연계작업의
필요성이 높은가?

타 산업 및 고객사와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가?

▪ 연계작업 필요
없음

▪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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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부이관이 가능함

현 도시철도ENG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음

자회사는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의 리스크를 갖고 있음

민간과 자회사간 임금 차이
만원, 2012~2013, 청소사례

176

150

+17%
?

자회사 (장기)자회사민간업체

▪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도시철도ENG㈜를 일반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현재 도시철도공사

외부이관 업무의
대부분을
도시철도ENG㈜가
담당하고 있음

– 자회사 설립의 본
목적이었던 현원
조정은 이미
자연퇴직으로 인해
달성되었음

▪ 전환 시, 현 자회사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단, 민간 매각 시

계약을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보상해주는
계약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경쟁
입찰이 이뤄짐에
따라 상승폭 한계가
존재하지만, 자회사
운영 시, 독점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계약이 계속
갱신되므로 향후
인건비 상승 가능성
큼

▪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
존재 가능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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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분야별 운영주체 최적화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 다양한 부서 업무의 일정
부분을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 예. 전동차 중/경정비 중
일부업무, 철도장비 정비, 
냉난방기구 유지보수 등

▪ 서울시의 동의

– 시 정책적 방향성이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비중 강화에 맞춰짐에
따라 서울시의 반대 가능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
장/단점 분석 결과 제공
– 역무분야 최적화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액
– 비정규직 증대 수 등

▪ 직원과의 합의 ▪자연퇴직 인원에 맞춰 진행함에 따라 강제적인
인력감축, 보수수준, 업무강도의 변동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커뮤니케이션
▪해외사례 벤치마킹(일본)

– 역무실 모니터링 외 고객서비스, 순찰, 청소 등
모든 주요 역사 업무를 용역사에 이관

– 철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질
악화 혹은 민원 증가의 이슈 없었음

▪ 용역사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장치

▪ KPI에 기반한 성과 모니터링 및 보상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업무 내부이관을 위한
외부인력 조달 및 내부인력
육성

▪해당 업체의 기존 인력의 조달 고려 (예. 
관제설비)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한 필요 자격증
및 역량 확보(예. 신호설비 전원장치)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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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업무주체 최적화7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무인운전 (UTO) 도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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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전(UTO) 도입

▪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한 명의 기관사가 전동차를 운전하는 1인 승무제를 운영하고 있음

▪ 무인운전은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트렌드임

– 전동차 간 이격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러시아워에 전동차를 추가 투입함에 따라 혼잡도 경감이
가능함

– 기관사가 필요 없으므로 막대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급정거/급발진 등이 최소화됨에 따라
전력비용 절감이 가능해 경영개선에 효과적임

– 모든 전동차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사로부터 발생하는 Human error를 원천
차단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 17개국 50개 노선에서 무인운전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 다만, 무인운전 도입 초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시민 불안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국내/외
사례 참고 시 해당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1980년 이후 무인운전으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이 없음

– 신분당선을 비롯한 국내/외 사례 참고 시, 일반 시민은 기관사 존재여부를 아예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안 및 민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철도공사는 2025년을 목표로 무인운전 도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2030년 기준 약 590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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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전(UTO1) 도입8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무인운전(UTO) 시스템은 서비스질,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현 시스템
대비 우위에 있는 선진 운행방식임
– 전동차 간 이격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RH의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음2 (파리 1호선 85초까지 배차간격 단축)
– 기관사가 필요 없으므로 인건비 절감이 용이함
– 전력비용에서 절감효과 존재함 (파리 1호선 전동차 운행 전력비용

~5% 절감)

세계 각국의 운영사들은 완전한 무인운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2022년 UTO 도입 시작을 타겟으로 점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향후 전동차 및 신호설비교체 시, UTO

시스템을 갖춘 설비로 발주
– 설비 도입 후 시범운영 (예. UTO 시스템

전동차에 승객 미탑승후 실제 운영)
– 도입 초기 지원인력 1명이 탑승하는 DTO

방식으로 시민의 불안요소 경감
▪ 기관사 인력은 2032년까지 자연퇴직 및

타부서 재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함
– 유휴인력은 DTO 운영, 종합관제센터, 

역무지원에 활용해 서비스질 및 안전성
강화

1 Unattended Train Operation: 모든 전동차 운행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단 한 명의 기관사 및 지원인력도 탑승하지 않음
2 CBTC 및 Moving block system 사용 시

▪ Paris Metro Line 1
▪ Paris Metro Line 13

▪ Barcelona Metro Line 9
▪ Barcelona Metro Line 10

▪ Northeast MRT Line
▪ Circle MRT Line
▪ Downtown MRT Line

▪ 신분당선
▪ 부산지하철 4호선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 시스템을
신설하든, 기존 노선의 확장이든
어떤 식으로든 UTO가 도입되고
있다.

- 지하철 운영 전문가

▪ MTR 서부철도노선▪ London Jubilee Line

▪ New York Canarsie
Line

▪ Sao Paulo Line 4, 8, 
10, 11

주요 가정

5252030 590

2023 10 50

재무효과 (이익,억원)

▪ UTO 도입시기: 2023(8호선), 2026(6호선), 
2029(7호선)

▪ 기관사 자연퇴직 인원: 11명(’23), 530(’30)
▪ 철도사업 배치인원: 50명(’23), 100명(’30)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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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는 서비스질, 안전성, 재무적 건전성 측면에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과거
5년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음

8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UTO는안전성, 서비스질, 재무적건전성을
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기술임

혼잡도
감소

Human 
error 
원천방지

운영비용
절감

RH 
배차간격
단축

▪ 전동차간 이격 거리가
감소하여 배차간격 단축 가능
– 무선통신에 기반한 이동폐색

방식이 사용됨
– 파리 1호선 85초까지 단축

▪ 배차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전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

▪ RH 혼잡도 감소효과 존재

▪ 모든 전동차 조작이 시스템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Human 
error 원천방지 가능

▪ 과거 UTO로 인한 사고사례
없었음

▪ 인건비, 전력비, 유지보수비용
절감 가능
– 기관사 인건비 미발생
– 이동폐색방식을 활용하여

전력사용량 최적화가
가능하며, 신호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감소

UTO
도입 노선
km

ERTMS1

계약금액
유럽, 
EUR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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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TO 운영에 필요한 신호설비의 일종

자료: UIT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보고서 "A global bid for automation”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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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의 경우, 특별한 안전문제 및 시민반대 없이 단계적으로 무인운전
(UTO)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UTO 도입 사례

17개국 50개 노선1에서 UTO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중

안전문제 발생 여지 적음 시민불만 및 민원제기 사례 미미함

1 공항철도 포함

전동차
정차/출발

전동차내
안전관리

승강장
안전관리

▪ 1980년 Osaka에서 사고
발생 이후 전동차
정차/출발관련 사고 전무함

UTO 도입 시, 오히려
기관사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더 크다.

- 지하철 운영 전문가

▪ 전동차 내 이상사건을 (예. 
사고, 폭력 등)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 완료
– CCTV 및 소음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사건 발생 시, 
중앙관제소 통보 가능

▪ 스크린도어 설치 시, 승강장
안전관리 리스크 적어짐

▪ 독일 Nurernberg 지하철
운영사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노선에 UTO
도입하였으나, 승강장 내
사고 발생 미증가

▪ Paris Metro Line 1
▪ Paris Metro Line 13

▪ Barcelona Metro 
Line 9~12

▪ Northeast MRT Line
▪ Circle MRT Line
▪ Downtown MRT Line

▪ 신분당선
▪ 부산지하철 4호선

… …

▪ 대부분의 UTO 도입 사례에서 실제
시민불만 및 민원제기 증가사항 없었음

무인운전 시스템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 신분당선 운영센터장

▪ 여론 및 시민의 반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DTO 단계를 거쳐 UTO를 점진
도입함으로써 Soft landing이 가능함

UTO 도입 시, 정치권 및 시민의
불안 및 반대가 예상되어 약 2년간
열차당 1명의 지원인력을 투입
운영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 SMRT 전문가

8

▪ MTR 서부철도노선

▪ London Jubilee Line

▪ New York Canarsie
Line

▪ Sao Paulo Line 4, 8, 
10, 11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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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량 방식인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 2022년을 목표로 UTO를
도입할 수 있음

파리 1호선 UTO 도입 사례

▪ RATP는 기존 파리지하철
1호선을 UTO 시스템으로
개조

▪ 2004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UTO
시스템 도입

▪ 2011년 11월부터
완전 무인체제
운영 시작

UTO 도입 의사결정 및 관련 계약 발주

전동차 도입 및 신호설비 (CBTC 이동폐색 방식)
구축 시작

중앙 원격관제 시스템 시범 운영
시작

UTO 전동차 시범운전 시작
(승객 미 탑승하여 운행)

실제 운행 시작
(단, 일정기간 1명의 Assistant를
배치하는 DTO로 운영)

UTO 완전 운영 시작

▪ 도시철도공사 또한
안전 관련 리스크 및
여론의 불안 등을
관리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2022년 UTO 도입
시작을 Target으로
추진
– 단, 원격관제시스템, 

전동차운영 등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운영 필요

8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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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퇴직 및 타부서 재배치를 활용함으로써 해고 없는 UTO 도입이 가능함

UTO 도입에 따른 점진적 승무인원 조정 방안
FTE

1 국내 경전철 프로젝트 1개 수주 가정함
2 2022년 UTO 도입 후 자연퇴직 인원에 맞춰 점진적으로 현원을 조정함

’23~’32 자연퇴직 인원
FTE

160

55

1,100

685

추후 조정~2032 
자연퇴직을
통한 점진적
현원 조정2

철도사업
및 신사업
배치1

200

~2022 
비숙박
근무제
도입을 통한
정원감축

2012 
승무인원

▪ 매년 자연퇴직 인원에 맞추어 정원/현원 조정
▪ 무인운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승무 유휴인력은

전동차 관리요원 투입 및 역무 지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질 및 안전성 강화 가능

674 664 615 553
475

365
266

155

70 132
210

320
419

530
612

685

73

2032

0

3130292827262524

21

2023

11

유휴인력

누적 자연퇴직 인원

8
조직/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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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업무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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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 개념을 활용한 가격평가 도입

▪ 전동차 등 사용기간이 수 십 년에 달하는 제품은 구매비용 외에도 사용기간 내
유지보수비용, 전기비용 등 다양한 운영비용이 발생함

– 전동차의 경우, 총 발생비용 중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며, 
유지보수비용과 전력비용이 각각 44%와 23%를 차지함

▪ 따라서 해당 제품 구매 시, 구매가격 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총
비용을 예측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함

– 도쿄메트로는 공급업체 선정 시, 구매가격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모든 관련비용을
예측한 Lifecycle cost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함

▪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초기 구매가격만을 고려해 각종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유지보수비용 및 전력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TCO 개념을 활용한
가격평가 도입이 필요함

▪ 향후 TCO 개념을 활용해 구매가격 뿐만 아니라 총 비용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2025년 기준 약 25억~95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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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 개념을 활용한 가격평가 도입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전동차 및 각종 설비들은 수 년의 사용기간 동안 구매가격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함
– 전동차의 경우, 내구연한 기간 동안 전력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구매가격의 약 2배에 달함
▪ 하지만 전동차를 비롯한 각종 물품 구매 시, 내구연한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평가/고려가 이뤄지지 않음
– 초기 구매가격만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됨
– 발주 시 유지/보수 주기, 전력 사용량 등 각종 요구조건을

제시하지만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성능에 대해서는 가점이
주어지지 않음

▪ 독자적 구매 및 조달청 위탁구매 시, 
평가항목에 TCO 개념 (Lifecycle cost) 을
도입함
– 구매가격 외에도 내구연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력비용, 유지보수비용에
대해 업체의 제안/실적 요구 및
자체분석 진행

▪ 업체의 제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Lifecycle cost 분석을 위한 내부역량 육성

도쿄메트로는 TCO 개념을 도입해 전동차를 구매하고 있음

도쿄메트로는 TCO
개념을 도입하여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전동차와
같이 오랜 기간 활용하며
유지/보수 요구수준이
높은 제품은 구매 시, 
반드시 해당 Lifecycle 
cos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도쿄메트로 PSM 전문가

TCO 분석은 매우
전문적인 분석이다. 각
업체의 제안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술역량이
필요하며, 해외
운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획득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도쿄메트로 PSM 전문가

9

주요 가정

2020

952025 25

415

재무효과 (이익,억원)

▪ 신규 도입 전동차 수: 120량(’20), 
834량(’25)

▪ 량당 연간 전력비용: 2,000만원
▪ 량당 연간 유지보수비용: 3,900만원
▪ 비용 절감률: 10%(Low)~20%(High)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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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구연한 중 발생하는 총 비용 중 구매비용은 25%에 불과하며, 
전력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이 약 75%를 차지함

23

44

100

26

경비 총비용

3

차량기지 관리

2

기계장비

1

전력비유지/보수구매가격

25년간 전동차 관련 총 발생비용
퍼센트

9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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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격 외에도 제조사별 전력소요량 및 유지보수 필요 수준이
다르므로 TCO1 관점의 가격산정 및 평가가 필요함

1 Total Cost Ownership

9.0

7.0

8.5

8.0

7.5

6.5

6.0

0

Km당 운영비용
유지보수비용 + 전력비용

전동차 성능
전동차무게 x 견인력

전동차 K

전동차 I

전동차 H

전동차 G
전동차 F

전동차 E

전동차 D

전동차 C

전동차 B전동차 A

TCO 관점의 가격산정 및 구매결정이
이뤄져야 함

개
선

방
향

성

구매비용
중심의
의사결정

TCO
관점의
의사결정

▪ 현재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초기
구매가격이 구매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유일한 가격 요소임
– 각 운영사는 예상

구매가격을 조달청에
제공하고, 조달청은
이에 기초해 구매
의사결정 진행

▪ 구매가격 외에도
전동차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필요
– 유지/보수활동 필요

빈도 및 예상 단가
– 부품 고장에 따른

교체 빈도
– 전력 소모량

해외 운영사 사례9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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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TCO 분석 역량 필요

– 정확한 TCO 분석을
위해서는 RFP 발주
단계부터 분석을 위한
Data를 요청하고, 해당
Data를 통해 향후 유지비/ 
전력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역량이 필요함

▪단기적인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컨설팅 수행
– 전동차는 비정기적인 구매이며,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일시에 800량의 대규모
물량을 발주함

– 해당 구매 시, 전문기관의(예. 철도연구원, 
조달청 위원회 등)  도움을 받아 TCO 분석
진행 가능함

– 컨설팅 업체로부터 TCO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가능

TCO 개념을 활용한 가격평가 도입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 관련 노력 없음

9
구매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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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업무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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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 도시철도공사는 향후 5년 내 다수의 전동차를 교체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전동차 시장은 1개
특정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향후 가격인상 리스크가 존재함

▪ 하지만 타 전동차 공급업체를 끌어들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구매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음

– 해외 전동차 공급업체 인터뷰 결과,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이
확대되고 각종 입찰참여를 위한 제약이 완화될 경우 적극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까다로운 구매 프로세스로 인해 해외 전동차
제작업체를(예. Siemens, Bombardier 등) 통해 전동차를 구매한 사례가 없음

▪ 복수의 전동차 공급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발주계약의 매력도 증가 및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해야 함

–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물량 증대: 3~4년 이상의 필요물량을 한 번에 발주하고, 더 나아가
서울메트로와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물량을 확대함

– 납기기한 확대: 현 2년 수준의 납기기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외업체의 공급 용이성을
높임

– RFP 접수기간 확대: 제안서 접수기간을 10주 이상으로 확대해 입찰참여 용이성을 높임

▪ 복수의 전동차 공급업체를 활용해 입찰경쟁을 유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가격 인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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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소개

예상 재무 효과(이익)

아이디어 배경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1 Kawasaki Heavy Industry 및 Alstom의 2008년 이후 발주건 평균 (최소값 34량, 최대값 428량)
2 과거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발주건 평균 (최소값 42량, 최대값 366량)
3 Bombardier, Siemens, Alstom

▪ 전동차 및 전동차 부품은 총 구매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항목임

▪ 1개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리스크 존재
▪ 더불어 독점 상태에서는 Clean sheet 등 가격 최적화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의 효과가 미미함

▪ 국내/외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내 업체와의 경쟁 유도
– 현 평균 2년의 납기기한을 3~4년으로 확대
– 타 철도 운영사와의 연계를 통해 발주 규모

확대 모색
– 그 외 제안서 접수 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해외 공급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객관적 조정

전동차
가격

향후 발주할 전동차 금액이 12억~14억
수준이라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2

해외 전동차 공급업체도 한국 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음

발주
규모

해외 주요 공급업체의 발주 규모, 차량 수

2~300량 규모의 발주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규모는 매력적이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3

전동차 가격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발주
규모, 전동차 규격 및 품질 등에 따라 20~30%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전동차 구매 전문가

200170

해외 평균1 도시철도공사 평균2

10
구매방식 개선

Low High

1032017

9020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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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해외 공급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

▪입찰시스템 변경
–납기기한 약 3~4년 수준으로 유지

–RFP 발송 후 제안서 접수 기간 약 10주
수준으로 유지

–평가항목 재검토 (예. 생산기지 위치)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 로윈을 활용해 전동차
제작역량 내재화 및 현대로템
견제 노력

▪ 협상 능력과 원가 분석 역량 ▪외부 전문가 영입 및 활용
–전동차 구매 전략 및 원가 분석 작업 외주 혹은
조달청 자료 공유

–초반에 협상 전략 및 원가 분석 전문 용역을
통해 해당 노하우를 습득하여 내부 역량 계발

납기기한이 3~4년으로 확대될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된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1

세계 주요 업체가 모두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추며 품질 Quality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
의견이다.                         

- 전동차 전문가

1 Kawasaki Heavy Industries, Alstom, Bombardier

구매방식 개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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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승객 편의 사업12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업무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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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 국내/외 철도사업은 크게 운영사업과 그 외 컨설팅/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운영사업: 신규 건설하는 노선의 운영사로서 참여하거나, 기존에 운영되던 노선의 새로운
운영사로 참여하여 직접 운수사업 운영

– 엔지니어링사업: 신규 노선 건설 시 설계업무 지원

– 컨설팅사업: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컨설팅 제공 (예. 스크린도어 구축 등)
▪ 현 도시철도공사의 역량으로는 단기적인 해외철도사업 진출이 어려우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컨설팅/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저가수주를 통한 잠재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초기관계 구축

– 2단계: 기 운영중인 노선의 새로운 운영사로 참여하여 Global track record 구축

– 3단계: 신규 건설하는 노선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본격적 이익 창출 (=Greenfield 프로젝트)
▪ 해외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구축을 위해 국내 철도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 해외진출 시 PM사업 (신규 노선건설 프로젝트 초기기획 및 총괄 지휘) 경험 보유 시 Greenfield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증대함

– 향후 서울시에 다수의 경전철이 건설될 예정이며, PM역할을 담당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울메트로/도철의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PM역량 및 경험 배양 가능함

▪ 또한 국내 경전철 사업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이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서울메트로는 김해 경전철 운영사업을 통해 매년 십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추후 경전철 사업 수주를 통해 추가이익 창출이 가능함. 단, 양 공사 사업역량 고려 시, 
서울메트로가 사업을 주도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인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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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아이디어 배경

▪ 철도사업은 홍콩 MTR, 싱가폴 SMRT 등 글로벌 선도 운영사들의
장기적 성장동력으로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중동/동남아/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Greenfield 프로젝트 확대

예상
–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O&M 프로젝트 확대 예상

▪ 신사업 후보 중 신규 진출에 제약이 가장 적으며 향후 국내시장 또한
이익규모 ~500억 정도로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필요 인력 규모가 매우 크므로 (200~300명/프로젝트) 유휴인력 재배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철도사업에 도전할
수 있음
– 단, 현재 역량이 매우 낮으므로 단기적으로

컨설팅/SE 프로젝트 위주의 집중이 필요함
– 순차적으로 O&M 프로젝트 및 Greenfield 

프로젝트로의 사업모델 고도화 가능함

▪ 비교적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시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국내 경전철 사업 또한 해외철도사업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익개선효과 창출 가능
– PM/SE 분야: 해외철도사업에 필요한

Track record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운영 분야: 조직효율화를 통한 유휴인력

해소 가능

홍콩 MTR은 “Consulting First” 전략을 통해 잠재
발주처와 초기 관계를 구축함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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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시장 사업모델 별 시장특성과 주요 성공요소를 이해하여
도시철도공사 현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함

Green 
field

Profit 
share
O&M

Fee-
based
O&M

엔지니어링/
컨설팅

운영

사업모델 설명

▪ 해외 철도 신규
건설/개발 프로젝트
시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지하철 운영/유지
보수 역량 전수

▪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하철의
운영사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

▪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고정액을 수령

▪ 지하철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에
운영사로서 참여함

▪ 지분율에 따라
운영수익의 일부를
수령

▪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하철의
운영사 교체 시 참여

▪ 운영성과에 따른
흑자, 적자를 모두
부담

시장 특성

▪ 신규 지하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중국,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발주

▪ 기존 인프라의 노선 확장 프로젝트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주

▪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 대부분 해외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나, 
유럽의 경우 점진적으로 입찰 개방 추세

▪ 적자 리스크 적음
▪ 발주처가 Fee-based 방식보다 Profit-

sharing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감소 추세

▪ 신규 지하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중국,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발주

▪ 기존 인프라의 노선 확장 프로젝트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주

▪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해외 업체에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높음

▪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 대부분 해외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나, 
유럽의 경우 점진적으로 입찰 개방 추세

▪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낮으며 (5% 미만) 
적자 리스크가 큼

KSF

▪ 신식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Track record

▪ 언어 등을 바탕으로 한
현지업체와의 협업역량

▪ 발주처와의 조기 관계 구축
▪ 컨소시엄 Equity 투자를 위한 자금력
▪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비운수

사업역량
▪ 지하철 건설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PM 역량
▪ 정확한 수익성 분석역량

▪ 언어/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일정 수준의 자산을 소유/투자하기

위한 자금력
▪ 잠재적 비용 증가 리스크에 대비한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협상역량
▪ 승객 수 증대를 위한 마케팅 역량

진입장벽 요구역량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철도사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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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철도사업을 통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적/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모델 확장이 필요함

실행사항

차후 단계를
위한
준비사항

▪ 장기적 타겟 시장 선정 및
잠재발주처 파악

▪ 타겟 잠재발주처를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컨설팅 프로젝트
수익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 컨설팅 과정을 통한 잠재
발주처 니즈파악 및 관계구축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한 잠재
발주처와 관계 구축 (=컨설팅
First)

O&M 프로젝트를 통한 Global 
presence 구축

Phase1

Phase2

Greenfield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사업 수익성 극대화

Phase3

▪ 도철 참여 시 기존 대비 잠재
이익률 저하 리스크를 파악해
참여의사 결정

▪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를 구축한 발주처를
타겟으로 O&M 프로젝트 수주

– 적자운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Fee-based O&M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집중

▪ O&M 프로젝트 운영을
바탕으로 Global track record
구축

▪ O&M 프로젝트 수주 시
적자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사업 운영 효율
극대화

▪ 타겟 시장에 상주 영업팀을
구축하여 정보 수집 및 시장
파악

▪ 비운수 사업역량 극대화

▪ 국내/외 잠재적 컨소시엄
파트너 물색 및 관계 구축

▪ 타겟 시장에 상주 영업팀을
구축하여 정보 수집 및 시장
파악

▪ 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 대상으로 예상 승객 수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P&L
파악 후 참여의사 결정

▪ 기 구축된 잠재 발주처와의
관계 및 Global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Greenfield 프로젝트
수주

– O&M 프로젝트 대비
이익률이 높음

▪ 지속적 역량 및 입지 강화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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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사업성과를 위해서는 시정부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Track record 확보가 이뤄져야 함

서울메트로의 해외철도사업 Track record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함

타 도시와의 관계를 활용한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

단기적 시정부와의 협조

장기적 중앙정부와의 협조

정부의
철도사업
관심도 증대

정부의 지원
역할

정부 협조를
위한
서울메트로
역할

▪ 세계 철도시장 성장에 따라 발전사업 등 타 SOC 사업 대비 국가 및
시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SOC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동남아 및 중동에서 전기발전 및

지상도로 인프라 구축이 성숙 단계에 접어듦
–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예. 인구집중, 혼잡도 증가 등) 

발생함에 따라 도시교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의 타도시와의 외교관계를
활용해 잠재 발주처와의
관계구축 지원 및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자매도시 등 서울시와 타

도시간의 외교관계 활용
가능

– 서울시 교통시스템 및
서울메트로의 기술역량 홍보

▪ 국가 차원의 원조에 (예. 
차관제공, 무상원조 등)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컨소시엄의
Greenfield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재경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수출입은행의 자금원조 가능
– 일본이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모델

▪ 컨설팅 역량 배양 (예. 외국어)
▪ 타겟 시장에 대한 자매도시

체결 건의
▪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운영사와의 협업을 통한
서울의 교통시스템 홍보 자료
제작

▪ 장기적으로 세계 선도사 수준의
역량 확보

▪ 국내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철도시장의 성장성 및
매력도 강조
–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일본 정부는 타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철도사업 개발권을 일본 컨소시엄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외교를 진행함

히타치 /스미모토 컨소시엄의 베트남
호치민 1호선 프로젝트 수주 사례

▪ 일본정부는 베트남 호치민 1호선
건설에 약 650억엔을 (한화 약
7,000억원) 차관으로 제공함
– 2007년 200억엔 (이율 0.4%)
– 2012년 450억엔 (이율 0.2%)

▪ 이에 대한 조건으로 스미토모와
히타치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수주
(Procurement Japan tied)
– 스미모토: 1호선 건설 담당
– 히타치: 전동차,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 공급

타국 자금지원을 (예.차관) 통한
국내 컨소시엄의 Greenfield 
프로젝트 수주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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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전철 사업 중 PM/SE 분야는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적 관점에서, 
운영 분야는 조직효율화와 연계한 이익창출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사업유형

PM

SE

컨설팅

시공

기본
운영

외주

역할

지하철 운영사 핵심역량
활용 가능성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구축 보완 정도

▪ 전 분야의 기본 시스템 결정
및 필요 Specification 수립

▪ 전 분야의 시스템 구축 및
건설 프로세스 관리/감독

▪ 정해진 기본 시스템 및
Specification 하에서 세부
설계업무 담당

▪ 일부 세부분야에 대한
기술적 컨설팅 제공 (예. 
싱가폴 도상개량 컨설팅)

▪ 설계된 내용에 따라 직접
물리적 건설 진행

▪ 운수사업 및 각종
부대사업 운영

▪ 운영사가 일부 업무 외주
시 용역 서비스 제공 (예. 
서울시 경전철 정비창
제공)

▪ 높음: 중전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시, PM역할
수행 가능

▪ 높음: 중전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시, 시스템
세부설계 가능

▪ 낮음: 실제 대규모
건축/공사 경험 전무하며
민간수준의 역량개발
불가능

▪ 높음: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컨설팅
사업 가능

▪ 높음: 이미 중전철 운영
중에 있음

▪ 높음: 이미 중전철 운영
중에 있음

▪ 높음: PM 역량 보유 시
운영사 선정에 유리하며, 
도철은 해당 사업경험
전무함

▪ 높음: 해외 발주처와
관계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하며, 도철은 해당
사업경험 전무함

▪ N/A

▪ 높음: 해외 발주처와
관계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하며, 도철은 해당
사업경험 전무함

▪ 낮음: 부대사업 운영역량 및
운수사업 운영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나 기 운영중인 5~8 
호선을 활용해야 함

▪ 낮음: 운영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나 기 운영중인 5~8 
호선을 활용해야 함

상세설명

▪ 사업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해외철도 사업
진출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
필요함

▪ 저가 혹은
무료로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전략 필요

▪ 경영개선을
위한
이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

▪ 조직효율화를
통한 정원
조정 후 현원
조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활용

건설

운영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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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사업 역량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자체 투자가 필요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인력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PM 사업 투입 가능한 기본인력 확보

단기적 역량 확보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노하우 구축

중/장기적 역량 확보

필요
세부역량

서울
메트로
사례

역량
구축을
위한 필요
투자내용

▪ PMP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획득한
PM 전문가 육성 (약 6개월~1년 소요)

▪ SE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획득한 SE 
전문가 육성 (약 2개월~6개월 소요)

▪ 약 2년에 걸쳐 ~100명 수준의 PM 
전문인력 확보하였음 (투자금액 약 5억
수준)

▪ 약 1년에 걸쳐 ~200명 수준의 SE 전문인력
확보하였음 (투자금액 약 2억 수준)

▪ 도시철도공사: 각 기술분야의 High quality 
인재를 차출해 PM/SE 교육 및 자격증 획득
지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지하철 건설
경험을 보유한 관련인력 전직 혹은 협업/ 
단기파견을 통한 역량 전수

▪ 각 분야별/시스템별 RFP 수립 역량 확보

▪ 각종 참여사업자와의 (시공사, SE업체, 
시행사) 협업/커뮤니케이션 역량 확보

▪ 신식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이해 및 중요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 확보

▪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PM 사업자로 참여

– 철도시설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철도시설공단 건설분야 PM)

– 서울메트로는 그 외 분야의 PM을 맡아
약 1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함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기능1을
지하철 운영사에 이관함

– 현재 서울시 중/경전철 건설 PM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담당함

– PM을 운영사에게 일임한 부산시 –
부산지하철공사 모델 도입 가능

1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업무 제외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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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전철 운영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조직효율화를 통해 창출한
내부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저가수주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조직효율화로 창출한 유휴인력을 활용한
저가수주

단기적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한高사업성 프로젝트 수주

중/장기적

배경

설명

필요
투자내용

▪ 서울메트로 등 경전철 운영사업 경험/실적을
기 보유한 타 운영사 대비 도철 역량 부족

▪ 하지만 자연퇴직 인원이 적어, 조직효율화
개선안 (예. 근무제도 개선, 업무 외부이관
확대 등) 실행 시, 철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유휴인력 발생 가능

▪ 역량 및 평가요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 재무
건전성, 실적 등) 낮은 운영비용으로 상쇄함

– 유휴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추가 인건비 투자
최소화 가능

– 유휴인력 중 자발적 인원에 대해 부가 혜택을
주는 가운데 전직/장기파견 가능

▪ 잠재 발주처를 대상으로 지속적 관계구축
노력

– 해외철도사업에서 수행할 Consulting First 
전략 (컨설팅 프로젝트 저가/무료 제공) 
도입할 수 있음

▪ 저가수주를 통해 확보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경쟁사 수준의 역량 확보 가능

– 서울메트로 1건 (김해 경전철 운영), 
인천도시철도공사 1건 (의정부 경전철
운영) 등 경쟁사 또한 실적이 풍부하지 않음

▪ 구축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하며, 이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참여

– 저가 수주한 프로젝트 통해 초기 시스템
세팅 역량, 업무별 담당주체 최적화 경험, 
신식 시스템 운영경험, 운영역량 교육/전수
등 확보 가능

▪ 경영진의 판단 아래 각 기술/운영부서의 High 
quality 인재를 단기파견 등을 통해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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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기술분야 부서의 적극적 협조
(예. 전문인력 차출 등)
– PM/컨설팅 분야 참여 및

초기운영 세팅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함

▪도시철도공사 장기 비전 설정 시, 해외철도사업에
대한 중요성 판단 후 조직 내 공유 및
국내철도사업을 통한 해외철도사업 확대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 해외사업팀 주도로 철도사업
준비 중이며, 매출과 연계된
실적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음

▪ 해외사업 인력 양성

– 주 타겟 국가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 양성
필요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의 도움을 바탕으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학, 협상, 영업 등

철도사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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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

승객 편의
사업

철도 사업

광고 사업

조직/운영
효율화

구매방식
개선

도시철도공사 개선안 목차

▪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1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2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11

▪ 전동차 경쟁 입찰을 통한 원가 절감10

▪ 역사 구조 개선4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3

▪ 광고주 다각화5

▪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6

▪ 분야별 업무주체 최적화7

▪ 무인운전 (UTO) 도입8

▪ TCO 개념의 가격평가 도입9

▪ 승객 편의 사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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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예상 재무 효과(이익)

승객 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12

▪ 구두수선은 집객효과가 큰 지하철 운영사와의 시너지가 가장 크고
역량 확보가 용이한 업종임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80%가 역사 내 구두수선 점포 입점을 선호
▪ 현 구두방은 지상의 도보환경을 저해하므로 점차 줄이는 추세임
▪ 일본에서는 구두수선 점포가 평균 2~3억원의 매출을 창출함

일본 지하철 운영사의 구두수선 체인 운영

지하철
운영사와의
시너지

차별화된
가치제안

▪ 직장인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신속한 수선, 
깨끗한 분위기의 가치 제안 전달
– 5분 내 수선 완료: 신식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바쁜 직장인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받도록 함
– 깨끗한 분위기: 깔끔한 인테리어 및 유니폼을

입은 점원을 통해 깨끗한 분위기 조성

▪ 도쿄메트로가 구두수선 체인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ODAKYU는 직접 체인을 운영하는 등
시너지 존재
– 지하철 내부 유동인구 활용 가능
– 역량 확보 용이 (1개월내 완벽하게 교육 가능)

▪ 역 외에 위치한 구두방을 대신하는
구두수선 체인을 직접 출점하여 운영
– 구두수선 기기를 활용한 “5분 내 수선”

및 “깨끗한 인테리어”를 강조
▪ 기존 구두방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 구두수선 체인
운영자로 활용
– 가맹점주 혹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존 소득 수준 보장

승객 편의 사업 – 구두수선 서비스

HighLow

5

102020 30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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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실행방안

▪ 서울시 소상공인과 및 기존
구두방 운영주들과의 협의

▪ 기존 구두방 운영 소상공인을 구두수선 체인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 수립
– 구두수선 점포의 가맹점주로 선정하거나, 

계약직 점원으로 고용하여 기존의 소득 보장
– 현재 도로 위에 있는 구두방은 도보환경을

저해해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므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구두방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임

▪ 시민의 편의성이 증대됨을 커뮤니케이션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응답자의 80% 

이상이 구두수선 점포가 역사 내에 입점하는
것을 선호함

승객 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 검토된 내용 없음

▪ 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 역사 내 비인기 위치를 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
확보가 용이해짐
– 구두수선 점포는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주목도 및 가시성이 높은
장소에 위치할 필요 없음

승객 편의 사업 – 구두수선 서비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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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12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역사에 세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손쉽게 세탁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오전에 세탁물을 맡기면 저녁/익일에

해당 역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
▪ 세탁물 수거와 세탁 서비스를 이원화 함

– 지하철 운영사는 세탁물 수거만 담당
– 파트너사는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

처리한 후 역사 센터로 배송
▪ 가격은 시중 프랜차이즈 최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지역 세탁소의
50~70%)

예상 재무 효과(이익)

▪ 사회 트렌드 변화로 세탁서비스 시장 확대 예상 (2011년 기준 1.5조원)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로 세탁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
▪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세탁물을 손쉽게 맡기고

퇴근길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외사례

– 홍콩 MTR: 프랜차이즈 Clean Living이 총 4개 주요 역사에 입점

이용의사
없음

23

월 1회

24
월
2~3회

37

월 4회 이상

15

지하철 역사 내에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제공 시 얼마나 자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출퇴근 지하철 이용 승객 대상)
N=274, %

▪ 주 몇 회 정도 이용하시겠습니까?
– 주 평균 1.6회

▪ 평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맡길 때 돈을 얼마 정도
쓰십니까?
– 평균 12,000원

설문조사 결과, 역내 세탁 (드라이클리닝)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큼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HighLow

152020 20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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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현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실행방안필요조건

▪ 주변 지역 세탁업체
들과의 협의

▪ 지역 세탁업체에게 일부 세탁 위탁
– 경쟁입찰을 통해 세탁물의 30%를 2군데 지역

세탁업체에 위탁
▫ 경쟁입찰은 역 주변 업체에 모두 기회를 열어두되, 

추후 품질 검사에서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가 재선정됨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
부여

–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시 세탁업체 책임
분담

▪ 검토된 사항 없음

▪ 세탁 품질 관리 ▪ 업체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주기적인 검사 시행
–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지닌 업체를 우선 선정
– 주기적으로 시에서 위생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현장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업체 과실로 인한

품질 민원이 5회 이상 발생시 경고 조치, 지속적으로
이슈 발생시 계약 해지함

▪ 역사 내 입점 공간
확보

▪ 용역창고,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입점 공간으로 활용
– 주변 상가 임대료와 비교하여 이익이 높은 경우에만

입점을 결정
– 세탁 위탁 서비스 운영 수익이 상가임대 수익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기존 상가에 입점
▪ 의류 수납 공간을 줄이고 옷을 고객안내센터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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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배경 및 사업 모델

배경

▪ 사회 트렌드 변화로 세탁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됨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로
세탁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

▪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세탁물을 손쉽게 맡기고 퇴근길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외사례
– 홍콩 MTR: 프랜차이즈 세탁업소 Clean 

Living이 총 4개 주요 역사에 입점
▫ MTR Central Station, Tung Chung MTR 

Station, Tiu Keng Leng Station, LOHAS
Park MTR Station

사업 모델

▪ 역사에 세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
직장인들이 손쉽게 세탁물을 맡기는 서비스
– 오전에 세탁을 맡기면 저녁/익일 혹은 이틀 후에 해당 역사에서

받는 서비스
– 세탁물 수거와 세탁 서비스를 이원화 함
▫ 지하철 운영사는 세탁물을 수거만 담당
▫ 파트너사는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 처리한 후 역사 센터로

배송
–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길에 세탁물을 손쉽고 빠르게

맡기고 찾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함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 가능

▪ 전문업체 (70%)와 지역 세탁소 2군데 (30%)를 공개 입찰로 파트너
선정
– 수거한 세탁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수수료(매출의 약 60-65%)를 지불
– 지역업체 계약기간을 제한하여 다수 업체 기회 제공
– 세탁기능사 자격증, 위생 교육, 품질 테스트 통과 업체 우선 선정.

추후 현장 정기 검사 미통과 혹은 업체 과실 품질 민원 5회 이상
발생시 패널티 부과, 이후 지속적인 이슈 제기시 계약 해지

▪ 기존 세탁소 비교하여 차별화 전략
– 시중 최저가 프랜차이즈 업체 수준 가격
– 출퇴근 길에 위치한 용이한 접근성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 공기업 이미지 활용한 높은 브랜드 신뢰도

▪ 성공적으로 사업 확대 시 직접 세탁처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 증대 가능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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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세탁 위탁 서비스 사업모델 소개

역사 서비스
센터 세탁 공장

인건비 (도철), 
수송비, 세탁비, 
물품비
(세탁업체)를
제외한 최종
마진율 약

30%~35%

30~35

세탁업체

세탁물 운송

세탁업체

세탁물 배달

세탁물
수거 및
보관

60~65

서비스 주체

수익 공유율

100

세탁물
접수

세탁업체도철

세탁물
처리

고객

세탁물
반환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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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입점 역사 목록 선정 절차

타겟 지역 선정 수익성 평가

▪ 세탁 위탁 서비스 업체 입점 시 수익성 계산
–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당 역사의

수익성 가능 범위 선정
– 유동인구 및 역 특성을 고려하여 집객 및 분산

효과를 계산
▫ 예. 환승역의 경우 승객 집객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동인구를 절감하여 계산
– 시민의사 및 수요 공급을 고려하여 계산

▪ 주요 비용을 제외한 이익과 입점 장소의 임대료
비교
– 입점 장소의 가능 임대료가 이익보다 높으면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가능하면 현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입점

▪ 직장인 주거 밀집 지역 (예. 잠실, 사당)
– 출근길에 출발역에 세탁물을 맡기고

퇴근길에 찾아갈 수 있는 주거지역이
가장 적합함

– 버스 등 타 운송수단으로 이동하다가 환승하는
경우보다는 도보로 이동한 최초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 유리함

–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정장을 출퇴근 길에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
▫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쉽게 출근길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세탁소의

배달 및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직접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필요가 있음

▪ 싱글 직장인 및 대학생 거주 지역 (예. 신림, 
서울대입구)
– 편의성을 추구하거나 세탁물을 맡겨주거나 받을

가족이 없는 싱글 직장인 및 대학생들이 밀집된
지역

– 서비스 편의성 및 가격에 좀더 민감함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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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시중 세탁소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 제공

사업 모델

▪ 가격은 크린토피아 등 시중 프랜차이즈 최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 동네 세탁업체 가격의 50~70% 수준

▪ 와이셔츠, 아웃도어, 신발, 가방, 정장, 코트
세탁 위탁 서비스 제공
– 다른 종류의 세탁(이불, 가죽,교복 등)도

가능하지만 주타겟은 아님

▪ 세탁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
– 당일 세탁: 50% 요금 추가
– 익일 세탁: 500원 요금 추가
– 그 외는 기본요금 부과

▪ 영업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이른
오전에서 늦은 저녁까지 유지
– 평일과 주말 시간대 이원화
– 평일은 출퇴근시간에 인력 집중

와이셔츠

아웃도어

신발, 구두, 가방

정장, 코트

당일 세탁

익일 세탁

영업시간

1,000원

10,000원

3,500원/5,000원

5,000원

50% 추가 요금

500원 추가 요금

평일: 오전 6시~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오후 8시

가격표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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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통일된 브랜드 로고 및 포장으로 신뢰도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라인

포장
디자인
포장
디자인

예시
▪ 감각적인 로고 디자인

– 깔끔하고 단순하면서도 젊은 감각의 로고를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각인
– 통일된 로고를 활용, 일관성 있는 이미지 제공
– 브랜드 신뢰도 상승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브랜드
– 시민이 브랜드의 주인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
–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공공기관, 역사 내 노출하여 브랜드 이미지 홍보

▪ 도시철도공사의 정체성 반영
– 도시철도공사를 나타내는 디자인

▫ 도철 CI 기본 색 활용
▫ 5~8호선의 색 활용 가능
▫ 지하철 모양의 디자인 가미 가능

– 브랜드 신뢰도 향상

예시 ▪ 통일되고 선명한 디자인의 옷걸이 포장 비닐 사용
– 서비스 업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게 브랜드

표시
– 시민들에게 브랜드 홍보

▪ 고객이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접이식이나 별도의 쇼핑백 제공
– 외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 도시철도공사의 정체성 유지
– 메인 세탁 브랜드와 함께 도시철도공사의 브랜드를 표시하여 정체성 유지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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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1 물수건/이불커버 등을 계약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세탁하여 공급하는 업종

시장 크기 및 경쟁동향 소비자 니즈파악

주요 가정용 세탁 경쟁 업체 평가

산업용 세탁

10
세탁물
공급1 12

가정용 세탁

78

국내 세탁시장 규모
KRW, 2011
100%=1조 5천억 원

▪ 크린토피아
– 국내 1위 업체 (매출 약 1,400억 원)
– 전국 120개 지사 및 1,900여 개의

가맹점 운영
▫ 본사와 지사, 가맹점, 협력업체를

합쳐 5000여명의 직원 수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가격 효율화

(일반 세탁소보다 30~50% 저렴)
▫ 본사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바탕으로, 전국 100여 개
공장에서 세탁, 건조, 다림질, 
세탁물 분배 및 포장까지 자동화함

▪ 크린에이드
– 국내 2위 업체 (매출 약 100억 원)
– 전국 300개 이상 가맹점 수
–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세탁물

입출고를 신속하게 관리

▪ 지역 세탁업소
– 시장의 80% 이상이 중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 세탁업소임

▪ 주 몇 회 정도
이용하시겠습니까?
– 주 평균 1.6회

▪ 평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맡길 때 돈을 얼마
정도 쓰십니까?
– 평균 12,000원

월 4회 이상

15

이용의사
없음

23

월
2~3회

월 1회

24 37

지하철 역사 내에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제공 시 얼마나 자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출퇴근으로
지하철 이용 승객 대상)
N=274, %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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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사업의 실행주체 구조 및 역할

프로젝트 전담 팀 구조
실행 주체 역할 KPI (2014)

▪ 개발과
2명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및 사업
계획

▪ 직영 수입 확대
정도 (기존 상가
평균 임대수익
상회 전제)
– 직영사업

개발건수
– 공간 개발

건수
– 수입금 목표액

설정
▪ 관리과

2명
(탄력적
운영
가능)

▪ 직영 운영 효율화
달성 정도
– 순회점검 횟수

(일 4회 이상)
– 매장 인력

적기 투입율
– 매장 유통

비용 절감율

▪ 매장 순회
점검, 매장
인력 관리, 
수입금, 
유통 관리

1

2

경영지원본부장

전략사업처장

개발과 (2) 관리과 (2)
1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등

▪ 사업 계획

직영운영 TF팀장

▪ 매장 순회 점검
▪ 매장 인력 관리
▪ 수입금, 유통

관리

2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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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부서

파트너
세탁업체

프로젝트
전담팀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운영 - 실행계획

실행주체

역사 입점 장소 및
투자 계획 수립

세탁 위탁 서비스
역사 선정

파트너 세탁업소
선정 (경쟁입찰)

5개 역사 서비스
시행

추가 역사 서비스
확대 (2014년 총
10개 역사)

2013 2014

5개 역사 서비스
추가 시행

5개 선정 역사에
시범 서비스 시행

역세권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역사 선정

세탁업소 선정
– 공개입찰 시행

최적 입점 장소 조사,
인력, 시설 투자 계획

입점 장소 공사 진행, 서비스 준비
(물품,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

역장 및 이해
관계자 설득

역장 및 사업개발처 담당자 설득

세탁업소 선정 및 관리에 참여 (위생 및 품질 관리 테스트)

입찰에 참여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전담팀 준비
(세탁 위탁 서비스 정비, 인력 채용 등)

승객 편의 사업 – 세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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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구축을 통한 공연 티켓 판매12

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 역사 내부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해 공연
티켓을 판매
– Traffic이 높은 주요 역사 (예. 천호), 

대학가 (예. 안암), 각종 공연장 인접
역사 (예. 광화문) 위주로 티켓 오피스
설치

– 공연사 (주최사)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 (약 7%) 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특히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수량의

당일 마감 티켓을 할인하여 판매
– 이 외에도 일정 수량의 상시 할인티켓을

할당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판매

예상 재무 효과(이익)
설문조사 결과, 티켓 오피스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가 큼

아이디어 배경
▪ 소득수준 증대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나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형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함
– 2012년 콘서트/뮤지컬 시장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40~60% 성장
– 이에 따라 티켓 예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공연 티켓의 경우, 온라인 채널(인터파크)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
– 공연장까지 가야 개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티켓을

모아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재함
▪ 미국, 영국은 역사 근처 티켓 오피스를 통해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아니오
8

네
82

모름
10

지하철 역사에서 티켓판매소를 조성해, 각종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N=500, %

▪ 월 1회 이상 이용: 23%

▪ 분기 1회 이상 이용: 
36%

▪ 연 1회 이상 이용: 23%

연 평균 약 4.5회 이용

HighLow

5 10

152020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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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구축을 통한 공연/스포츠 티켓
판매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승객 편의 사업 – 티켓판매 서비스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력 실행방안필요조건

▪ 공연 주최측과의
협의를 통한 참여 확보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부터 공연 주최측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함

▪ 기존 온라인 채널 대비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 책정

▪ 기존에 처분이 어려웠던 당일 마감 티켓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검토된 사항 없음

▪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기존 역사 내 안내데스크 활용 후 사업성이 증명될 시
점포 수 확대

▪ 10m2의 작은 공간으로도 매장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 입점할 수 없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 역무원과의 합의 ▪ 시범사업 기간에만 인력을 활용해 운영

– 기본적으로 역무원을 해당 사업에 활용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 생으로 집중 운영함

▪ 시범사업 후 사업성 확인 시, 자동화기계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

▪ KT 스마트채널과의
합의

▪ 기존 광고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티켓오피스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해당 오피스 위치
역사에 공연광고 추가 활성화 가능

▪ 설득이 어려울 시, 포스터 등을 활용한 광고 최소화

– 티켓오피스 자체에 대한 광고 및 판매현황 전광판
등만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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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배경 및 사업 모델

배경

▪ 소득수준 증대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나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형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함
– 2012년 콘서트와 뮤지컬 시장은 티켓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40~60% 성장
– 이에 따라 티켓 예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채널(인터파크)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
– 공연장까지 가야 개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티켓을 모아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의 부재

▪ 미국, 영국은 역사 근처 티켓 오피스를 통해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사업 모델

▪ 역사 내부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해 공연 티켓을 판매
– Traffic이 높은 주요 역사 (예. 천호), 대학가 (예. 안암), 각종

공연장 인접 역사 (예. 광화문) 위주로 티켓 오피스 설치
–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등 공연 티켓 판매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티켓 구매 후 발권 가능
– 지하철 운영사는 티켓을 직접 판매하고 공연사 (주최사)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 (약 7% 이상) 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특히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Niche market 
공략
–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수량의 당일 마감 티켓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 공연사측에서 당일티켓 이외에도 일정 수량의 상시

할인티켓을 할당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판매
▫ 지하철 유동인구에게 공연을 홍보하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협상이 가능
– 사회 문화 소외계층에게 우선 구매권 부여

▪ 온라인 채널과 비교하여 차별화 전략
– 온라인 구매에 거부감을 느끼는 수요 흡수
– 계획되지 않은 구매를 유도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 다수의 유동인구에게 큰 홍보효과 가능
– 당일 마감 50% 현장 할인 티켓 판매
– 공기업 이미지 활용한 높은 브랜드 신뢰도

런던
레스터스퀘어
할인 티켓오피스

승객 편의 사업 – 티켓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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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입점 역사 목록 선정 절차

타겟 지역 및 고객층 선정 수익성 평가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 Traffic이 높은 역사의 유동인구 구매 유도
–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공연을 노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고객을 타겟 할
수 있음
▫ 공연사는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적극적으로 메트로와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
(예. 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대신 다수의
할인티켓을 도철에 할당)

– 작은 공간을 활용하고도 유동인구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용이함

▪ 대학가 및 여가 장소 인근 20~30대 고객 밀집 역사
– 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중

▫ 공연을 선호하지만 프로모션 및 타인의
결정에 따라 공연을 관람하는 고객층

▫ 가격 및 할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고객층
▫ 계획된 구매보다는 충동구매를 하는 고객층

▪ 공연장 주변 역사
– 공연을 보러 오거나 볼 의향이 있는 고객층 대상
– 주변 공연장의 주요 구매창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역사에 티켓오피스 입점 시 수익성 계산
–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당 역사의

수익성 가능 범위 선정
– 유동인구 및 역 특성을 고려하여 집객 및 분산

효과를 계산
▫ 예. 공연 구매층의 이동이 더 잦은 역의 경우

구매 효과 가산
– 시민의사 및 수요 공급을 고려하여 계산

▪ 점포 이익과 입점 장소의 임대료 비교
– 입점 장소의 가능 임대료가 이익보다 높으면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유휴공간 혹은 현재 사용공간을 확장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비교 제외
▫ 매우 작은 면적 (10m2 이하)의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매우
많음(예.고객 종합안내소 확장)

▪ 그 외 역사 주변 상권 조사
– 역사 주변 경쟁업체 유무 조사

승객 편의 사업 – 티켓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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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잠실역 예시 – 입점 가능한 유휴 공간

최적 입점 장소

잠실역 고객안내센터
▪ 중앙 안내소에 티켓오피스

기능을 추가
▪ 중앙 대합실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음
▪ 기존 안내소를 확장 개조하여

한쪽에서는 안내소를 운영하고
다른 쪽에서 티켓오피스 운영

8호선과 2호선 중간 연결통로
▪ 8호선, 2호선 환승

인원이나 롯데월드, 
샤롯데 씨어터 방문객에
쉽게 노출

▪ 슈퍼 옆에 유휴 공간 활용
가능

대합실 시민 휴게공간
▪ 유동인구가 많음
▪ 기둥을 중심으로 티켓오피스

설치 가능
▪ 휴게시설이 중복적으로

배치되어 일부는 다른
장소로 이전 가능 개찰구 좌/우편

▪ 지하철 탑승객에 자연스럽게
티켓오피스 노출 가능

▪ 액세서리 가게와 개찰구 사이 공간
활용

승객 편의 사업 – 티켓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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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고객안내센터 활용 예시

현재 역사에 있는 고객안내센터를 확장하여 한쪽에 티켓판매소를 운영

▪ 전광판을 통해 현재
상영중인 공연 목록 및
좌석 상황 표시

▪ 디지털 광고도 함께 상영

▪ ‘공연 할인티켓 판매소’
간판을 설치

▪ 유동인구의 눈에 띄도록
간판 디자인
– ‘당일 티켓 50% 할인’

문구 포함

▪ 현재 상영 중인 공연의
포스터 및 디지털 광고
상영

▪ 여기서 발생한 홍보효과를
통해 공연사로부터
할인티켓 할당

전광판 설치

공연 책자 비치

공연 할인티켓 판매소 간판

공연 포스터 부착

▪ 뮤지컬, 콘서트, 연극
공연별 파트너 업체 표시

▪ 그 외 공연 정보 표시

▪ 티켓을 판매하고 상담을
해주는 인원 배치

▪ 역사별로 1~2명 할당

공연 종류 및 협력 업체 목록 티켓 판매/상담원

▪ 현재 상영작 관련 책자를
비치하여 공연 홍보

▪ 이외에 다양한 공연 관련
책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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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타 공연예매 업체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음

기존 오프라인 예매업체의 가격 할인 전략 및 한계 티켓 판매 사업 차별화 모델

가격 할인 모델의 종류 및 한계
▪ 좌석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할인과 공연

주최사와의 프로모션 계약을 통해 사전 적용 할인이 있음
▪ 하지만 대상 및 할인 공연이 제한적이거나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많아 할인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불편함

당일 티켓 판매

▪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당일 마감 판매 티켓 할인
가능
– 티켓오피스에서 지하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해주는 대신 할인 티켓 할당해주는 시스템
– 할인 티켓 구매가 악용되지 않도록 중복 구매를 차단

▫ 예. 1인당 2매 구매로 시스템 제한
– 실제 런던, 뉴욕 등에서 실시하며 호응도가 매우 높음

상시 할인 티켓 판매

▪ 상시 20~30% 할인 수준 티켓을 판매
▪ 타켓 안내소가 지하철 대합실에 위치하므로 높은

유동인구가 공연에 노출됨
– 사전에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할인티켓을

확보하여 판매
– 공연 광고를 크게 할수록 할인율을 높게 책정

기존 할인 티켓과 비교하여 고객 접근성이 높음
▪ 다양한 공연을 대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함
▪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이 많음
▪ 별도의 구매나 충족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

편리하게 할인티켓을 구매할 수 있음

▪ 공연당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파격 할인가로
판매
– 3만원 초과는 1만원, 3만원 이하 공연은 5,000원

판매
▪ 한계: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 및 청소년만 대상

▪ 대학로 소극장 작품 중 당일 티켓판매를 신청한 공연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비지정석을 할인 판매하는 제도

▪ 한계: 할인이 제한적이며 적용되지 않는 공연이 많음

▪ 코레일 (KORAIL): 내일로 티켓 소지시 50% 할인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헌혈증 기부 시 20% 할인 등
▪ 한계: 할인을 받기 위해 다른 조건의 충족사항이 필요함

예술의 전당 – 당일 할인티켓

대학로 티켓닷컴 – 당일 할인

뮤지컬 <레미제라블> 기업 제휴 할인

예시

승객 편의 사업 – 티켓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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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Back-up] 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시장 크기 및 경쟁동향 소비자 니즈파악

귀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티켓판매소를 조성해, 각종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해당 티켓판매소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N=500, %

238

연 1회
이상

23

연 4회
이상

36

연 12회
이상

모르겠다

10없다

▪ 티켓판매소 이용 의사
– 연 평균 4.5회

▪ 1인당 평균 문화공연
지출비
– 평균 약 35,000원

39 뮤지컬
50

클래식/무용

4

콘서트

연극

7

국내 공연 티켓 예매 시장 규모
KRW, 2012
100%=5,500억 원

▪ 인터파크
– 국내 1위 업체 (전체 공연티켓 예매

시장의 70-80% 차지)
– 다양한 제품구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터넷
쇼핑몰

– 2002년 한일 월드컵 티켓 판매
대행 사업을 확보하면서
2007년부터 티켓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 대량의 공연과 티켓을 제공함

▪ YES24
– 국내 2위 업체 (매출 약 600억 원)
– 티켓 할인율 높음

▫ 도서 구매를 많이 한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수수료 할인

▪ 소규모 오프라인 티켓판매소
– 예술의 전당, 대학로 소극장 작품

(대학로티켓닷컴), DG티켓 등 당일
티켓판매를 신청한 공연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

– 최대 50%까지 할인된 당일
비지정석을 판매하는 서비스

주요 티켓 구매 대행 경쟁 업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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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사업 – 사업의 실행주체 구조 및 역할

프로젝트 전담 팀 구조
실행 주체 역할 KPI (2014)

▪ 개발과
1명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및 사업
계획

▪ 직영 수입 확대
정도 (기존 상가
평균 임대수익
상회 전제)
– 직영사업

개발건수
– 공간 개발

건수
– 수입금 목표액

설정
▪ 관리과

1명
(탄력적
운영
가능)

▪ 직영 운영 효율화
달성 정도
– 순회점검 횟수

(일 4회 이상)
– 매장 인력

적기 투입율
– 매장 비용

절감율

▪ 매장 순회
점검, 매장
인력 관리, 
수입금, 
유통 관리

1

2

경영지원
본부장

전략사업처장

개발과 (1) 관리과 (1)
1

▪ 직영기획: 상품
및 공간개발, 
사업성 검토, MD 
등

▪ 사업 계획

직영운영
TF팀장

▪ 매장 순회 점검
▪ 매장 인력 관리
▪ 수입금, 유통 및

계약 관리

2

승객 편의 사업 – 티켓판매 서비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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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개선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메트로의 사업 환경을 고려한
전제 조건 및 제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극복 방안 도출이 필요함

서울메트로 운영이익 개선 예측치1 – 2020 

억 원

210~310

1900~2600

10

520~650

160
110~180

330~480

560~800

상가사업
개선

광고사업
개선

승객편의
사업

철도사업 탄력적
인력운영

운영
효율화

업무주체
최적화

영업이익
개선효과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실행에의 전제조건 및 제약사항/리스크에 따른 최대 개선 효과와 최소 개선 효과를 예측함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1 2 3 4 5 6 7

▪ 개선안의 효과는 메트로가 처한 사업
환경과 공사로서의 입장 등 제약
요건으로 인하여 약 1,900억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음

▪ 개선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1) 성공의 전제조건 및 실행에의

제약사항/리스크를 이해하고
– (2)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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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2020년 기준 최대 53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

브랜드 점포의 매출 기여도가 일반
영세非브랜드 점포 대비 3배 이상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0% 이상이
브랜드 점포 확대 희망

▪ 브랜드 점포가 상가질서 유지 및 미관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큼

▪ 도쿄메트로, 홍콩 MTR은 모든
점포를 법인사업자에게 임대

아이디어 소개
▪ 기존에 입점하지 않은 다양한 부문의

브랜드점포를 유치
– F&B: 패스트푸드 브랜드
– 패션: SPA 의류 브랜드
– 유통: 기업형 슈퍼마켓, 

Drugstore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고안
– 소상공인 최소 보장 비율 설정

(예. 역내 면적의 20%는
非브랜드 점포에 배정)

– 브랜드 점포가 가맹점주 모집 시, 
기존 소상공인에게 우선권 제공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535520490

345

150

50307

15142013 1716 18 202019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非브랜드 점포 계약만료 면적: 2013년 10,000m2 계약 만료, 2020년
까지 총 만료 면적 21,000m2으로 증가 (복합상가 및 대형상가 계약
해지)

▪ 계약만료 비율: 2013년 5%에서 2017년까지 100% 계약 만료

▪ 브랜드 점포 전환율: 60% (소상공인 미보호 시)
▪ 브랜드 점포 평균 월 임대료/m2: 44만원

▪ 비브랜드 점포 평균 월 임대료/m2: 15만원

1 추정 최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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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115
170 175 180

50

19

520

18

490

17

345

2020

535

14

30
10

2013

7
4

16

150

15

50

20

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브랜드로 전환 가능한非브랜드 점포 면적 감소

▪ 계약만료 비율 감소

▪ 브랜드 점포 임대료 하락

▪ 기존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 가능

소상공인
보호 여론

설명제약요건/Risk

▪ 브랜드 점포 비중 확대를 통한
상가임대수익이 부대사업처의
성과평가에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아 동기부여 어려움

부대사업처
의 동기부여
어려움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신규업종의
브랜드는 지하철 역사 입점에 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 장애물로 인해
지금까지 입점 사례 없음
– 업종 특성과 지하철 이용객

특성 간 불일치
– 협소한 임대공간
– 수익성 리스크

신규 업종
브랜드의
입점을 막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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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승객편의 및 공익성이 증대됨을
강조하여對여론 및 소상공인
조합에 커뮤니케이션
–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0% 가량이 브랜드점포
확대를 희망함

–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됨

– 과도한 상행위 근절 / 미관개선
효과

▪ 개인사업자의非브랜드 점포 의무
보장 비중을 설정

소상공인
보호 여론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KPI 요소 중 상가임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그 외 상가임대수익과 관련성이
적은 요소는 하향조정

부대사업처
의
동기부여
어려움

▪ 이미 쇼핑 목적지로 활용되고 있는
역사에 한정해 신규업종을
유치하거나, 넓은 상가면적을
보유한 역사에 패션관련 브랜드
통합 유치하여 쇼핑몰화

▪ 역사 내 점포를 묶어 통합 발주
▪ 고정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해
리스크 최소화

신규 업종
브랜드의
입점을
막는
장애물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미 입점 브랜드점포
및 기존 소상공인
니즈 확인

입찰 기획 및 준비 브랜드점포 유치

▪ 미 입점 브랜드
점포가 (예. 패션, 
슈퍼마켓, 기타
F&B) 역내
입점하지 못했던
장애요인 확인

▪ 소상공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 신규 브랜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할 역사 및
장소 결정

▪ 계약방식
(고정임대료 vs. 
매출공유 임대료)
및 임대료 수준
결정

▪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면적 조성

▪ 경쟁 입찰을 통한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13

서울
메트로

▪ 패션/슈퍼마켓/기타 F&B 부문 미 입점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 기존 소상공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도시교
통본부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및 적정 비중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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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SPA브랜드 및 슈퍼마켓 등 신규 업종의 지하철 역내 입점수요
현실화를 위해서는 임대사업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하지만 각종 장애물로 인해 즉시 입점은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지하철역내입점에대한잠재수요는존재함

SPA 의류브랜드들은 분명 지하철
역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잠재수요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상상권을
선호하지만, 지하철의 막대한
집객효과는 분명 매력적이다.

- 의류브랜드 출점 전문가

하지만 현재 지하철 역사 내 SPA 
의류브랜드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공사가 장애물들을
해결해준다면 많은 업체들이 역사 내
입점에 흥미를 보일 것이다.

- 의류브랜드 출점 전문가

입점 장애물 극복방안

업종
특성과
이용객
특성의
불일치

협소한
임대공
간

수익성
리스크

의류, 슈퍼마켓 등은 카페, 
편의점과 달리 계획구매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동’의 목적이 강한
지하철 이용객의 행동
특성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의류매장은 100평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메트로
임대공간은 10평 남짓에
불과해 의류브랜드가
입점하기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SPA 의류
브랜드 운영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고정 임대료는 점주
입장에서 분명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이미 쇼핑몰로 기능하고 있는
역사를 활용함 (예. 강남역, 
을지로입구역 등)

▪ 대규모 역사에 쇼핑 목적지로
기능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통합 입점시켜 쇼핑몰화

–예. 고속터미널 역에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관련 브랜드 통합 입점

▪ 역사 내 점포를 묶어
통합으로 발주하며, 이를
위해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시점 조정이 필요함

▪ 고정 임대료 징수방식이
아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타겟 입점 브랜드의
P&L 리스크를 최소화

1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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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또한 상가임대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입자 선정
및 계약방식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서울메트로 홍콩 MTRvs.

계약기간
설정의
자율성

입찰
평가의
자율성

임대료
산정방식
의 자율성

▪ 3+2 계약형태가 (초기계약 3년, 
2년 연장 가능 옵션) 유일함

▪ 일괄적인 계약기간으로 인해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에 어려움 존재

▪ 초기 계약기간 1년에서
10년까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자율적으로 설정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더 오랜

계약을 원할 시, 3+2의 일괄적인
계약기간은 부담이 된다.

▪ 최고 임대료를 제안한 세입자에게
무조건 입찰

▪ 서울메트로가 Target으로 삼는 업종
및 업체의 적극 유치가 어려움

▪ “Preferred bidder” 시스템
존재
– 임대료 외에도, MTR이

원하는 조건을 (예. 특정
업종, 운영 경험 등) 갖춘
업체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서울메트로가 어떤 업종, 업체를
유치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최고가를
쓴 세입자에게 입찰해야 한다.

▪ 점포 매출 및 성과와 관계없이
정액의 임대료 지급

▪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 시, 
업체의 Risk 최소화 어려움

▪ 매출 성과의 일정 %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수수료 방식 채택

▪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료가
조정되므로 업체 입장에서 Risk 
최소화 가능매출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액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1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서울시 조례의
제한으로 인해 MTR 
대비 독자적으로 업종
및 업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부족함

▪ 계약기간 설정, 
입찰업체 평가 및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서울메트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역내 상가임대사업 및
상가환경 개선이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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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2020년 기준 최대 16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현재 네트워크 임대 시, 약

10~2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발주
▪ 하지만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약 ~20%의 임대료 추가 상승 가능

아이디어 소개
▪ 편의점, 카페, 화장품과 같이

대부분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입점한
업종의 경우, 임대단위 확대
– 서울메트로 전 역사 통합발주 시, 

최대 12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발주 시, 
최대 25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단, 잡화, 의류, 제과 등은 전 역사
통합 발주 시 Tenant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적 역사에 한해
임대단위 확대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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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편의점

화장품

카페

▪ 2015년 7월부터 120개 역사에 통합발주
▪ 월 평균 임대료 현재 9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 (=20%1

증가)
– 기존 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98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48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모든 업종) 임대료 370만원

▪ 2013년 7월부터 120개 역사에 통합발주
▪ 월 평균 임대료 현재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가 (=20%1

증가)
– 기존 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90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76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모든 업종) 임대료 370만원

▪ 2015년 1월부터 60개 역사에 통합발주
▪ 월 평균 임대료 현재 9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 (=20%1

증가)
– 기존 네트워크(편의점) 임대료 970만원
– 기존非네트워크(모든 업종) 임대료 370만원

1 추정 최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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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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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일시적인 공실율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시 수익 증가율
감소

▪ 전 역사에 단일 브랜드만 존재하게
되어,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시 전 역사의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짐

서비스 질
저하

설명제약요건/Risk

▪ 전 역사에 단일 브랜드만 존재하게
되어, 소비자가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편익을 훼손함

소비자 편의
감소

▪ 개별임대로 인해 각 점포의 계약
만료일이 상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경우 기회매출 손실의
우려 존재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일
조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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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입찰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에
임대료 및 과거 해당 업종 운영에
대한 Track record 포함하여 평가
진행

▪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내용에 추가

서비스 질
저하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편의점, 카페의 경우 브랜드별
차별점이 적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가 크지 않음

▪ 단, 화장품과 같이 브랜드별
선호가 크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선택적 역사에 대해
추가 브랜드 입점 검토

소비자
편의 감소

▪ 우선적으로 기존 점주와 계약 연장
▪ 계약 연장 결렬 시, Capex 투자가

적은 업종을 위주로 신규 단기임대
▪ 단기임대 실패 시 공실 상태로

유지하며, 해당 경우 부대사업처
상가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일
조정의
어려움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업종별 임대단위가
확대된
계약 패키지 구성

기존 점포들의 계약
만료시기 조정

확대된
임대단위로 계약
발주

▪ 업종별 통합 임대
계약으로 발주할 역사
및 위치 선정

▪ 목표 통합발주시기
(=향후 조정할 계약
만료시기) 결정

▪ 필요 시,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양
공사간 통합발주 논의

▪ 기존 점주와
재계약을 통해
계약만료일 연장

▪ 신규 점주에게 단기
임대

▪ 두 방안 모두 실패 시, 
공실 상태로 유지

▪ 통합발주
재계약 진행

2013~2015

서울
메트로
(부대사
업처)

▪ 통합발주 대상 업종 선정

▪ 각 업종별 임대단위 결정 (예. 편의점은 전 역사를
통합하여 발주, 베이커리는 주거지역 역사 40개를
통합하여 발주 등)

▪ 통합발주 대상 역사의 점포 상황을 (예. 점포별 계약
만료일) 확인하여 목표 통합발주시기 설정

▪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처와 협업하여 양 공사간
통합발주 시 손익 분석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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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임대단위 확대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점포별로 서로 다른 계약 만료일자를 통일시켜야 함

점포별로 계약만료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통합발주가 어려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약만료일자를 통일시킨 후
통합발주를 진행할 수 있음

역사 점포별 잔여 계약기간 (편의점 사례)

2013 2014 2015 2016

녹번

네트워크 (세븐일레븐)

선릉

남부터미널

신사

을지로입구

네트워크 (세븐일레븐)

수서

잠실나루

홍제

종각

충무로

시청

네트워크 (미니스톱)

옥수

기존
점주와
계약연장

신규
점주에
단기임대

공실
상태로
유지

우
선

순
위

높
음

▪ 기존 점포와 재계약을 통해
통합발주 시점까지만 기간 연장

▪ 점포 입장에서 별다른 Capex 투자
없이 운영을 지속하므로
실현가능성 가장 높음

▪ 기존 점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시, 
신규 임대 발주를 진행하되
통합발주 시점까지로 계약기간
제한

▪ 잡화, 의류와 같이 별다른 설비투자
필요 없이 입점 가능한 업종에
단기임대 가능

▪ 기존 점주와의 계약연장 및 신규
단기임대가 모두 실패할 경우, 
기회손실을 감수하고 공실 유지

▪ 통합발주를 위한 공실유지 시, KPI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회손실 성과평가에 미반영

1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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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2020년 기준 최대
11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임대료가 최적화되지 않은 역사 및

점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환승 역사: 역사 내부 환승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으로 인해
지상상권 임대료를 참고하기 어려움

– 승객 급증 역사: 과거 임대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음

– 신규 입점 업종: 과거 화장품 업종
신규 입점 시, 매출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 체결

아이디어 소개
▪ 단기적으로 전 역사의 브랜드 점포에

한해 매출수준을 파악하여 재계약 시
반영
– 직접 관찰: 전 역사의 주요 점포의

방문객 수, 구매객 수, 평균
구매금액을 관찰

– 매출 공유형 임대료 계약: 새로
입점하는 업종의 경우 사전
매출수준 관찰/예측이 어려우므로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함

▪ 장기적으로 각 점포와 재계약 시
가맹점과 본사간 판매내역 DB를 공유할
것을 계약에 포함함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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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법인사업자 임대수익: 2013년 244억에서 2020년 820억까지 증가

▪ 계약만료 비율: 2013년 10%, 2014년 30%, 2015년 90%, 2016년
이후 100%

▪ 매출수준 파악을 통한 임대료 상승률: 39%
– 편의점 매출 수준1: 상위20% 일 200만원 / 중위 60% 일

120만원 / 하위 20% 일 40만원 (차후 정확한 수치 확인 필요)
– 매출 수준의 약 25%를 임대료로 징수
– 미니스톱과의 네트워크 임대계약에 (2012.05) 적용할 경우, 약

39%의 임대료 상승 효과 존재

1 추정 최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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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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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점포 수 한정적

▪ 매출액 파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임대료 인상분 제한적

설명제약요건/Risk

▪ 매출공유형 임대료
산정 계약 시, 
점포들이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할 수 있음
– 특히

현금거래가
많을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음

점포들의
매출 거짓
보고

▪ 고정 임대료 징수
방식에서는 매출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움

임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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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매출 연동 수수료 징수 방식의
임대 확대

임대 방식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포매출 예측
후 비교분석 진행
– Korail이 직영하는 편의점 업체의

(Storyway) 매출정보 및 이용객
수 정보 확보 후 예측

– 인력을 동원해 방문객 및
이용금액 관찰 및 설문조사

– 세무서 자료를 확보하여 업종별
카드사용 대비 현금사용액
예측치를 활용해 총 매출수준
예측

▪ 재 계약 시점에서 POS 시스템 의무
도입을 계약 조항으로 삽입

점포들의
매출 거짓
보고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전 역사의 주요
브랜드 점포별
매출 수준 파악

브랜드/점포별
재계약 방향성 도출

재계약 진행

▪ 점포별 매출 수준
파악

– 화장품, 편의점, 
카페 등
매출수준을
파악할 주요
업종 선정

– 전 역사에 대해
실시

– 필요 인원 조달

▪ 각 점포별 임대료
부담 수준을
계산하여 잠재
임대료 상승 가능
정도 파악

▪ 재계약 협상 방향성
결정

▪ 계약기간 만료 시, 
기 파악된 매출액
수준에 근거해 최소
임대료 수준 결정
및 공고

서울
메트로
(부대사
업처)

▪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교육 진행

– 총 120개 역사마다 3개의 점포를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인원 고용

▪ 역무원과의 협조

– 역무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부분적인 협조 구함

yy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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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개선: 2020년 기준 최대 48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2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현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처

성과관리체계 및 매체사 계약체계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광고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음

▪ 중소기업 광고(예. 성형외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광고 수준 저하로 인해 규모 있는
기업들의 지하철 광고를 더욱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 반복

▪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창의적
광고 포맷을 활용한 규모 있는 기업의
광고가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향상한다고
응답

아이디어 소개

▪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 완화

▪ 매체사 계약구조의 단기적 개선
– 특정 매체를 다수의 매체사가 경쟁 판매
– 표준가격 산정을 통한 가격 신뢰도 회복
– 질 낮은 광고에 대한 Quality control
– 매체시설 개선 투자 및 업무를

매체사로부터 메트로로 이관
▪ 매체사 계약구조의 장기적 개선

– 대형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를 활용해
1매체 1매체사 구조로 전환

– 입찰을 통한 변동가격제로 전환
– 신규 첨단 매체 발굴 및 도입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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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15142013 19 202018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전체 광고수익: 485억
▪ 역내 광고 비중: 70%
▪ 주요 역사의 (상위 30%) 수익 비중: 80%
▪ 역내 위치별 수익 비중

– 승강장: 10%, 계단/에스컬레이터: 20%, 대합실: 70%
▪ 규모 있는 기업의 프로모션 광고 유치 비율

– 승강장: 0%, 계단/에스컬레이터: 80%, 대합실: 30%
▪ 광고단가 상승률: 200%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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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개선 :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2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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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제반 환경 및 디자인 가이드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모 있는 기업의 광고
유치 비율 하락으로 평균 광고 단가 상승율이
기대치보다 낮을 가능성 존재

▪ 계약구조 변경 초기 단기적으로
광고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음
– 규모 있는 기업의 광고주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억제, 매체개선을 위한 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가능

2013~2014 
광고매출
감소

설명제약요건/Risk

▪ 계약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체사가 규모 있는 기업의 광고주
유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

매체사의
기존
영업행태
유지

▪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역내 광고 관련 규제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수 있음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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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광고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광고
포트폴리오 내
지하철 광고 비중
감소에 대한 원인
파악

▪ 현 매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메이저 광고주
유치와 현 인센티브
제도와의 gap 파악

광고사업 개선 :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2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장기적인 광고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함

▪ 광고매출 감소 시, 부대사업처
광고팀 KPI 조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 필요
– 예. 광고매출액 등 결과지표를

KPI에서 제외하고, 대신 메이저
광고비중 등 과정상의 지표를
KPI에 반영

2013~2014 
광고매출
감소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매체사와의 재계약 시, 
최소보장금을 폐지하는 대신
규모 있는 기업의 광고 수주
의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음

매체사의
기존
영업행태
유지

▪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별 소비자의 의견 제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의견과

서울메트로 의견 불일치 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시함

– 지하철 승객을 활용할 경우, 
수백만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문조사 진행 가능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불충분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메이저 광고주 유치의
세부 장애물 파악

메이저 광고주 유치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메이저 광고주
유치 실행

▪ 규제: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추진

▪ 매체사 계약구조:
매체사의 메이저 광고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형태로 재계약 진행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매체사의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 메이저
광고주 유치
실행

~’13

서울
메트로

▪ 메이저 광고주 및 매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메이저 광고주 비중 감소의 근본 원인을 파악함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프로세스에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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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사업 실행 주체 별 로드맵

4분기3분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실행주체

광고기획
담당

2013 2014 2015

메이저 광고주 유치비율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안 적용

재계약 진행
매체사와의 논의를
통해 계약구조
개선방안 도출

문화디자인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참여
(필요 시, 對승객 설문조사 진행)

디지털 매체 설치 확대
Pilot 운영을
통한 광고효과
DB 구축

디지털 광고매체
설치 장소 및 도입
기기 결정

디지털 매체 설치

광고관리
담당

광고팀
공통

2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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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2020년 기준 최대 7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구두수선은 집객효과가 큰 지하철
운영사와의 시너지가 가장 크고 역량
확보가 용이한 업종임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80%가 역사
내 구두수선 점포 입점을 선호

▪ 현 구두방은 지상의 도보환경을
저해하므로 점차 줄이는 추세임

▪ 일본에서는 구두수선 점포가 평균
2~3억원의 매출을 창출함

아이디어 소개

▪ 역 외에 위치한 구두방을 대신하는
구두수선 체인을 직접 출점하여
운영하거나 임대
– 구두수선 기기를 활용한 “5분 내

수선” 및 “깨끗한 인테리어”를 강조
▪ 기존 구두방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 구두수선
체인 운영자로 활용
– 가맹점주 혹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존 소득 수준 보장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75

60
50

35

20
10

3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15 기준)

▪ 운영 점포 개수: 30개 (미니샵 활용)
▪ 점포당 매출: 1억~1억5천만원
▪ 점포당 인건비: 3,000만원
▪ 점포당 임대비용: 2,160만원 (면적 6m2)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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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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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기대치보다
낮은 우려가 존재함

▪ 구두약, 본드 등 냄새 및 수선기기
소음으로 민원 발생 가능승객 불편 / 

민원

설명제약요건/Risk

▪ 대표적 영세업종 공사직영 운영
어려움 (관련업종 종사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내재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
내재 (자회사 보유한 공사는
대기업에 속함)

기존 구두방
운영
소상공인들
의 반발

▪ 전통적으로 저가의 저수익성
사업특징 상 지하철 집객 효과와의
시너지가 없을 경우 고수익 기대
어려움

낮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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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함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기존 지상 영세 구두방과 차별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승객 불편 / 민원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구두 판매와 병행

낮은 수익성

▪ 기존 구두방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 구두수선 체인 운영자로 활용
– 가맹점주 혹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존

소득 수준 보장

기존 구두방 운영
소상공인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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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2020년 기준 최대 5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사회 트렌드 변화로 세탁서비스 시장 확대

예상 (2011년 기준 1.5조원)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로 세탁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

▪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세탁물을 손쉽게 맡기고
퇴근길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아이디어 소개

▪ 역사에 세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손쉽게 세탁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오전에 세탁물을 맡기면 저녁/익일에

해당 역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
▪ 세탁물 수거와 세탁 서비스를 이원화 함

– 메트로에서는 세탁물 수거만 담당
– 파트너사는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 처리한 후 역사 센터로 배송
▪ 가격은 시중 프랜차이즈 최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지역 세탁소의
50~70%)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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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출근 시간대 탑승객 (직장인 가정)으로 제한
▪ 드라이클리닝 이용의사: 주 평균 1.6회
▪ 1회 사용 드라이클리닝 가격: 6,000원

– 설문조사 지불 의사 금액인 12,000원의 50% 수준. 동네 세탁업체 가격의
50%

▪ 업무자재, 소모품비: 매출의 60%,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역당 5500만 원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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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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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지역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없는 외곽지역
역사로 한정될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려워
수익성 낮을 위험 존재

▪ 자동화 시스템 등의 제반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세탁 품질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발생하고 브랜드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품질 관리

설명제약요건/Risk

▪ 역사 내 세탁 입점 활용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
– 최소 5평 (약 16.5m2)의 공간이

필요함
– 2,000벌의 의상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함

공간 확보

▪ 지역 세탁업체에서 역사 세탁 위탁
서비스가 영세 업체들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보일 수 있음

▪ 특히, 지하철역이 주거지역의
거점이 되는 경우 영향을 주는
범위가 더욱 확대됨
– 예. 잠실역의 경우, 주변 송파구

주민들이 2호선을 사용하기
위해 집결하는 중심 역사이므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큼

지역 / 
중소기업
세탁업체의
반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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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지닌 업체를
우선 선정

▪ 주기적으로 시에서 위생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현장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업체 과실로 인한 품질 민원이 5회
이상 발생시 경고, 지속적인 이슈
발생시 계약 해지

품질
관리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용역창고,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입점
공간으로 활용
– 주변 상가 임대료와 비교하여 이익이

높은 경우에만 입점을 결정
– 세탁 위탁 서비스 운영 수익이

상가임대 수익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기존 상가에 입점

▪ 의류 수납 공간을 줄이고 옷을
고객안내센터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공간
확보

▪ 지역 세탁업체에게 일부 세탁 위탁
– 경쟁입찰을 통해 세탁물의 30%를

2군데 지역 세탁업체에 위탁
▫ 경쟁입찰은 역 주변 업체에 모두

기회를 열어두되, 추후 품질
검사에서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가 재선정됨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

–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시 세탁업체도 책임을 분담

지역 / 
중소기업
세탁업체
의 반대
우려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5개 역사 서비스
추가 시행

5개 선정 역사에
시범 서비스
시행

역사 입점
장소 및 투자
계획 수립

세탁 위탁
서비스 역사
선정

파트너
세탁업소
선정
(경쟁입찰)

5개 역사
서비스 시행

추가 역사
서비스 확대
(2014년 총
10개 역사)

역세권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역사 선정

세탁업소
선정 (공개
입찰 시행)

최적 입점 장소
조사, 인력, 시설
투자 계획

입점 장소 공사 진행, 서비스
준비 (물품, 인테리어, 인력
채용)

역장 및
이해
관계자
설득

역장 및 사업개발처 담당자
설득

세탁업소 선정 및 관리에 참여 (위생 및 품질
관리 테스트)

입찰에 참여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전담팀
준비 (세탁 위탁 서비스 정비, 

인력 채용)

실행주체

프로젝
트
전담팀

서울시
관련
부서

파트너
세탁업
체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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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2020년 기준 최대 5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소득수준 증대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나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형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함
– 2012년 콘서트/뮤지컬 시장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40~60% 성장
– 이에 따라 티켓 예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채널(인터파크)이 시장의 70-

80%를 차지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
– 공연장까지 가야 개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티켓을 모아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의 부재

아이디어 소개

▪ 역사 내부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해 공연
티켓을 판매
– Traffic이 높은 주요 역사 (예. 강남), 

대학가 (예. 홍대입구), 각종 공연장
인접 역사 (예. 혜화) 위주로 티켓
오피스 설치

– 공연사 (주최사)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 (약 7%) 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특히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수량의 당일 마감 티켓을 50% 
할인하여 판매

– 이외에도 일정 수량의 상시
할인티켓을 할당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판매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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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타겟 고객 수: 전체 이용객수 중 타겟 역사 유동인구만 고려
– 전체의 57% (상위 30개역이 전체 57% 수송객) : 약 500만 명
– 티켓오피스의 입점 위치를 고려하여 이중 70%의 유동인구에게 노출

▪ 티켓 구매 이용의사: 연 평균 2.2회 (설문조사 횟수의 50%로 보수적으로 조정)
▪ 1인 1회 평균 티켓 구매 가격: 17,000원 (35,000만원의 50% 수준으로 할인)
▪ 수수료율: 5~7% (최대 인터파크 수준 수수료 (7.5%))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초반

입점 역사의 이용고객 수가 높음)
▪ 10개 역당 1명 직원이 관리 (인건비: 연 6000만 원)
▪ 역별로 시간제 인원 배치 (인건비: 연 3000만 원)
▪ 임대료: 고려하지 않음. 역사별 고객안내센터를 확장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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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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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추정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티켓 판매량 저조

▪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움 수 있음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관리

설명제약요건/Risk

▪ 공연 주최측의 협조가 부족할 수도
있음공연

주최측의
참여 확보

▪ 티켓 매출의 온라인 비중 증대로
인하여 수요가 낮을 가능성 존재오프라인

티켓 판매
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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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3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기존 역사 내 안내데스크 활용 후
사업성이 증명될 시 점포 수 확대

▪ 10m2의 작은 공간으로도 매장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 입점할 수
없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티켓오피
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관리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출력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창출 가능

오프라인
티켓 판매
경쟁력
저하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부터 공연
주최측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함

▪ 기존 온라인 채널 대비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 책정

▪ 기존에 처분이 어려웠던 당일 마감 티켓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광고 효과

– 프로모션 비용만큼 할인티켓 할당
가능

▪ 다양한 업체의 참여의사 반영

공연
주최측의
참여 확보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7+개 역사
서비스 추가
시행

3개 선정 역사에
시범 서비스
시행

역사 입점
장소 및 투자
계획 수립

티켓오피스
우선 서비스
역사 선정

파트너
공연업체 모집
및 계약

시범 역사
서비스 시행

추가 역사
서비스 확대
(2014년 총
10개 역사)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역사 선정

파트너
공연업체 모집
및 계약

최적 입점 장소
조사, 인력, 시설
투자 계획

입점 장소 공사 진행, 서비스
준비 (물품, 인테리어, 시스템
구축, 인력 채용)

역장 및
이해
관계자
설득

역장 및 사업개발처 담당자
설득

공연업체 선정 및 관리에 참여 (자격 심사)

파트너사로
참여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지원

실행주체

프로
젝트
전담팀

서울시
관련
부서

공연
주최사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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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2020년 기준 최대 16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4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신사업 후보 중 신규 진출에 제약이

가장 적으며 향후 연 이익규모 ~500억
정도로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
– 하지만 향후 타 운영사의 사업

참여로 인해 경쟁격화 예상됨
▪ 필요 인력 규모가 매우 크므로

(200~300명/프로젝트) 유휴인력
재배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임

아이디어 소개
▪ 국내 경전철 등 운영사업 참여

– 향후 2020년까지 60여 개의
운영/컨설팅 사업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임

▪ 향후 지방 지하철 운영사의 진출로
인한 경쟁격화를 대비하기 위해 잠재
발주처 대상으로 컨설팅 용역을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

▪ 국내 Track record 구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 역량 마련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165

130

100

65

40

1053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2020년 진행 중 프로젝트: 56개
▪ 프로젝트 평균 년 이익: 10억
▪ 전체 운영 시장 크기: 560억 (이익 기준)
▪ 서울메트로 예상 점유율:  30~60%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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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4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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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경쟁 강화로 인한 수주율 하락

설명제약요건/Risk

▪ 국내 타 지하철 운영사들의 국내
운영사업에 진출이 예상됨 (예. 
인천지하철공사, 
부산지하철공사 등)

향후
경쟁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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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4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잠재적 프로젝트 발주처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관계 구축 강화
(예. 9호선 연장노선 운행 수주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현재 서울메트로는 컨설팅 제공
사업을 독립적인 수익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홍콩 MTR은 프로젝트 잠재
발주처에게 컨설팅 용역 제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Consulting 
First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 진입
성공

향후
경쟁격
화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잠재 발주처 탐색 컨설팅 제공 입찰

▪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메트로의 타켓
발주처 탐색

– 잠재 발주 규모

– 프로젝트 잠재
이익률/리스크

– 기존
서울메트로와
의 관계

– 경쟁 강도

▪ 타겟 잠재 발주처
접촉

▪ 협의를 통해 Pro-
bono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향후 실제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 참여

~’13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서울
메트로
(철도
사업처)

▪ 향후 발주 예상 프로젝트 Long list 구축

▪ 세부 프로젝트 평가

– 발주 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예상 이익률, 
서울메트로와의 기 관계 구축 여부, 해당 지역
경쟁사 참여 여부 (예. 부산시가 발주할
프로젝트는 부산 지하철 공사가 수주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우선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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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 운영: 2020년 기준 최대 65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5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현재 역무, 궤도, 통신, 전자, 건축, 

설비, 승무 등 시간대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분야에도 24시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함

▪ 하지만 해외 운영사들은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을
투입함

아이디어 소개
▪ 부서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
– 야간근무가 일절 필요 없는

직렬/부서의 경우 비숙박 근무제
도입

– 주/야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직렬/부서의 경우 탄력적 교대제도
도입

▪ 근무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의 일정부분을 직원과
공유하여 실행가능성 제고
– 교대주기 확대를 통한 출/퇴근시간

안정성 제고
– 근무제도 선택 다양성 제공
– 임금/복지혜택 추가 제공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650645640620605600

0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정원 감소율: 33%(야간집중업무/비심야업무), 16%(주간집중업무)
▪ 현원조정인원: 자연퇴직시점에 맞추어 정원수를 줄이거나 경전철 사업

등 신사업으로 배치하여 현원 인력 수 조정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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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 운영 :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5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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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상세 업무량 분석 결과 주야간 업무량 불균형이
예상보다 작을 경우 효과 감소

▪ 추가적 신사업 발굴이 제한될 경우, 자연 퇴직자
수 이상의 개선 효과 없음

▪ 정년 연장에 의해 자연 퇴직자 수 감소

▪ 정원감소 및 업무패턴 변화로 인해
시스템 변경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
큼근로자

설명제약요건/Risk

▪ 총 인건비 및 인당 임금의 상승폭을
제한안행부의

총액임금제
도

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자체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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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 운영 :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5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행부에 지침
변경 건의
– 인건비 총액을 10~20% 절감하기 위한

필요 조건임을 강조함

▪ 금전 외적인 보상을 제공함 (예. 추가 휴일
제공, 복지 혜택 제공 등)

▪ 자연퇴직 인원이 집중된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

– 신입사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당 인건비 감소 효과
존재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상쇄 가능

안행
부의
총액
임금
제도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자연퇴직 및 신사업 재배치를 통해서만 실
인원을 조정하며 강제적인 인력감축 및
임금수준의 변화 없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

▪ 효율성 개선 효과를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함으로써 합의점 도출. 예. 
– 현 휴식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 상승 지원

– 유급 휴일을 하루 확대해 약 40일의
정기휴일 증대

– 직원 근무 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

근로
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직렬별/부서별
근무시스템 세부 개선안
도출

직원과 협상 변경된 인력운영
시스템 시행

▪ 각 직렬별/부서별
근무시스템 세부
개선안 도출

▪ 인건비 절감액을
기존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추가
보상혜택에 대한
초기적 방안 도출

▪ 도출된 옵션을
바탕으로 직원과
협상

– 직원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보상
혜택에 대한
보완/협의 진행

▪ 신규 인력운영
시스템 적용

▪ 신사업 부서에
유휴인력 재배치

~’13 ~’14

메트로

▪ 탄력적 인력 투입 방안 도출을 위한 TFT 구축

– 각 직렬/부서의 시간대별 업무량 차이 파악 및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간대별 업무량 차이 정도에 따른 세부 근무시스템
개선안 도출 (예. 비숙박 근무제 등)

–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액을 근무시스템
변경 대상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보상혜택 파악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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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통합 발주: 2020년 기준 최대 2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동일 물품 구매에 지출되고
있음

▪ 이들 물품 구매가 역별, 호선별,
기지별, 공사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대부분 1년의 단기
계약임

▪ 발주 물량 적기 때문에 추가 계약단가
할인이 힘듦

아이디어 소개
▪ 분산되어 있는 발주처 (역, 호선, 기지, 

공사) 와 기간을 통합하여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구매 단가를
할인하는 방안
– 메트로 내 타 조직(예. 역, 호선, 

기지, 공사)과
외부조직(예.도시철도,코레일)과
통합발주

– 계약기간 단위(1년)를 늘려서 발주
사이즈 확대 가능

▪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 사이즈를 확대하여 경쟁
유도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2525252525

55

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할인 가능 금액: 5~10%
–이미 내부 계약처, 자체 심사,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금액
할인이 많이 이뤄져서 할인이 10% 이하로 제한적

–내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가능 할인 비율: 최대 10%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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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통합 발주: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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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필요한 규모를 확보하기 못할 경우, 할인율 낮음
(계약 심사 시의 최저가 낙찰율 하한제 등)

▪ 소수기업 특혜 제공 (몰아주기) 
우려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제재 및
감사 위험 존재특혜 시비

설명제약요건/Risk

▪ 원활한 통합발주 진행을 위한 장치
및 시스템 미흡 (예. 기본 저장품에
있어서 자재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통합 구매하는 시스템)

시스템 부재

▪ 공종별 공사 시기 통합이 어렵고
물품의 경우 규격, 적기, 발주, 구매
등에 관하여 발주 부서와 의뢰
부서간 마찰 예상

구매품 종류
및 시기
상이

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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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통합 발주: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KPI 시스템 보완
–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통합발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 및 성과보상
유인책 마련

▪ 관리시스템 구축
– 계약 및 절차상 번거로움이 없도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조달청의 적극적인 중재

시스템 부재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서울시에 관련 감사 및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
–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하는 거래가 아니라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임을
강조

– 거래를 통합발주로 진행하는 대신
다음 입찰에서는 타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업체에 기회 제공

–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

특혜 시비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 발주 전담조직 구성
▪ 자체 발주시기 조율 및 조정
▪ 통합발주 가능 품목 선정구매품 종류

및 시기 상이

통합발주 필요 물품 파악/평가 서울시, 조달청 및 타
운영사와 협의

통합발주로
구매 진행

▪ 통합발주를 통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내부
물품 파악

– 단기 계약을 통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

– 역별, 호선별, 기지별, 
공사별로 구매가 따로
이뤄지는 물품 중심

– 내부 팀, 타 운영사와
스펙이 동일하여
공동구매 가능한 물품

▪ 서울시, 조달청 및 타
운영사와 협의하여
통합 발주에 대해
논의/합의

– 통합발주에 대한
서울시의 제재
완화 설득

– 조달청을
중심으로 타
운영사와 계약 및
구매 프로세스
협의

▪ 선택한 물품에
대해 조정된
통합발주 계약
하에 발주 진행

– 선택적으로
일부
물품을
우선
진행하여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

~’14

서울
메트로

▪ 과거 물품 계약 분석을 통해 통합발주 필요 물품 파악

▪ 발주팀 및 계약처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 구매 가능여부
파악

▪ 내부 팀 및 타 지하철 운영사 접촉 및 통합발주의 필요성 설득

▪ 서울시 제재 완화 설득 준비

타
지하철
운영사

▪ 서울 메트로와 협업하여 통합발주 필요 물품 파악

▪ 운영사 간 협업을 통한 필요조건 (예. 계약 방식 변경, 
서울시의 제재 완화) 공유

▪ 서울시 제재 완화 설득을 위한 합동 제안 마련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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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외주업무 운영 효율 개선 (PSD): 2020년 기준 최대 12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서울메트로 PSD 유지/보수 외주용역

업체는 125명 (전적자 90명, 자체채용
인원 35명)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적자의 임금 수준은 자체채용 인원의
임금 수준에 비해 30% 이상 높으나, 
업무량 및 업무수준 측면에서 큰 차이
없음

▪ 2014년 및 2018년에 전적자 중
퇴직인원이 발생하여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성 확보 기회 발생

아이디어 소개
▪ 2014년 PSD 외주용역 업체와 재계약

시, 퇴직인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체채용 인원으로 전환
– 2014년: 52명 퇴직
– 2018년: 20명 퇴직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1212
111111

1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외주 인원: 125명
▪ 퇴직인원

– 2014년 52명
– 2018년 20명

▪ 자체채용 비율: 50% (Low), 100% (High)
▪ 전적자 급여 5,400만원 / 자체채용 급여 3,800만원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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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외주업무 운영 효율 개선 (PSD):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4 5 6 7 7 7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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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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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

15

10

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1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없음

▪ 점검 주기 조정으로 인하여 고장률
증가 우려 존재서비스 질

하락우려

설명제약요건/Risk

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1 연구 용역 결과 최대 추정 효과와 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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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외주업무 운영 효율 개선 (PSD):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6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선택적 역사에 대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Pilot 운영을 통해 고장 사례
증가 여부 확인

– 승객의 이용이 적은 선택적
역사를 대상으로 업무량 조정
방안 일정 기간 적용 (계절적
요인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Pilot 
디자인)

– 업무량 조정 결과 고장 사례
증감 추이를 분석해 서비스 질
및 안전성 훼손 여부 확인

– Pilot 운영 결과에 따라 전 역사
확대 적용 여부 결정

서비
스 질
하락
우려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PSD 유지보수
외부 분사 방침
수립

재계약

▪ 전적자 인원 중
퇴직인원 확인

▪ 100% 자체채용
인원으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파악

▪ 현 전적자
R&R의 다운로드
방안 수립

▪ 향후
퇴직인원에
대한 자체채용
비율 결정

▪ 결정된
자체채용
비율에 의거해
외주용역 금액
결정 및 재계약
진행

~’14

기획
조정처
기계
전자처

▪ 100% 자체채용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
– 타 지하철 운영사 사례 검토
– 현 PSD 유지/보수 용역업체 인터뷰 진행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퇴직인원 및
자체채용 인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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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최적화: 2020년 기준 최대 31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7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역무와 같이 운행 안전성 및 운영사의

핵심역량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업무도 내부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음

▪ 내부인원 활용 대비 50% 가량 비용
절감 가능

▪ 8개 역사 사례: 서비스 질 악화 사례
없었음

▪ 해외 운영사들도 역무, 경정비 등에
대해 외부이관 추진

아이디어 소개
▪ 역무부문 자연퇴직 인원수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원의
반대를 최소화하며 정원 감축

▪ 대상 부서 선정 기준
– 전동차 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야 함
– 역량 확보에 진입장벽이 낮아야 함
– 문제 시 치명적인 사고 등

안전성과 연결되지 않아야 함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315

235

155150150

85

35
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15 기준)
▪ 사무분야 자연퇴직 인원: 180명

– 자연퇴직 인원 도출 시 정년연장 반영함
▪ 사무분야 중 역무 비중: 91%
▪ 평균 임금: 6,000만원 (신규 채용 인원이 퇴직 인원 대체 불가: 

역량 부족)
▪ 비용 절감율: 40~60%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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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최적화: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7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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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신규 채용 인원으로 퇴직 인원 대체 가능할
경우, 자체 신규 채용 비용이 낮아 효익 감소

▪ 정년 연장 시, 효과 제한적

▪ 시 정책적 방향성이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비중 강화에 맞춰짐에
따라 서울시의 반대 가능

서울시 고용
정책

설명제약요건/Risk

▪ 역무 근로자의 반발로 합의되지
않아 실행이 어려울 가능성 존재

역무 직원의
반발

▪ 외부 이관 시 통제력 저하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존재함서비스 질

하락 위험

메트로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 394

업무주체 최적화 :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7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자연퇴직 인원에 맞춰 진행함에 따라
강제적인 인력감축, 보수수준, 
업무강도의 변동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커뮤니케이션

▪ 해외사례 벤치마킹 (일본)
– 역무실 모니터링 외 고객서비스, 

순찰, 청소 등 모든 주요 역사 업무
최적화

– 철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질 악화 혹은 민원 증가의
이슈 없었음

역무 직원의
반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 장/단점 분석 결과 제공
– 역무분야 최적화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액

– 비정규직 증대 수 등

▪ 지하철 운영의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 필요함

서울시 고용
정책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 KPI에 기반한 성과 모니터링 및
보상시스템 구축 필요

서비스 질
하락 위험

역무 최적화 계획 수립
및 관제설비/신호설비
전원장치 내부이관
계획수립

협상 및 최적화 시행 대상 역사 확대 및
내부이관 시작

▪ 자연퇴직 인원을
고려해 연도별
최적화 대상 역사 수
결정

▪ 역 별 중요성을 (예. 
승객 수) 고려해 역사
선정

▪ 용역사 확보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
방안 구축

▪ 내부이관 업무 필요
역량 조달 계획 수립

▪ 직원과 세부 계획
협의 및 조정

▪ 계획에 따라 시행

▪ 연도별 역사 확대

▪ 현 업체와의
계약만료 및 필요
역량의 육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업무의
내부이관 진행

~’13 ~’14

서울
메트로

▪ TFT 구축

– 연도별 역무 최적화 확대계획 수립 및 대상 역사 결정

– 업무별 필요역량 조달/육성 방안 수립

▪ TFT 구축

– 연도별 역무 최적화 확대계획 수립 및 대상 역사 결정

– 업무별 필요역량 조달/육성 방안 수립

서울시
▪ 최적화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및 허가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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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개선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도철의 사업 환경을 고려한
전제 조건 및 제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극복 방안 도출이 필요함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익 개선 예측치1 – 2020

억 원

업무주체
최적화

영업이익
개선효과

1,000~1,400

145~220

구매활동
개선

20~80

탄력적
인력운영

410~480

철도사업

10

승객편의
사업

40~70

광고사업
개선

200~290

상가사업
개선

205~280

1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함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추진 로드맵

1 2 3 4 5 6 7

▪ 개선안의 효과는 도시철도공사가
처한 사업 환경과 공사로서의 입장
등 제약 요건으로 인하여 2020년
기준 900억 원 이하로 제한적일 수
있음

▪ 개선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1) 성공의 전제조건 및

실행에의 제약사항/리스크를
이해하고

– (2)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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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2020년 기준 최대 13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

브랜드 점포의 매출 기여도가 일반
영세非브랜드 점포 대비 3배 이상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0% 이상이
브랜드 점포 확대 희망

▪ 브랜드 점포가 상가질서 유지 및 미관
개선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큼

▪ 도쿄메트로, 홍콩 MTR은 모든
점포를 법인사업자에게 임대

아이디어 소개
▪ 기존에 입점하지 않은 다양한 부문의

브랜드점포를 유치
– F&B: 패스트푸드 브랜드
– 패션: SPA 의류 브랜드
– 유통: 기업형 슈퍼마켓, 

Drugstore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고안
– 소상공인 최소 보장 비율 설정

(예. 역내 면적의 20%는
非브랜드 점포에 배정)

– 브랜드 점포가 가맹점주 모집 시, 
기존 소상공인에게 우선권 제공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130125120
105

90

30
20

0

202019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재계약가능 임대면적: 10,255m2(’15), 13,882m2(’20)
▪ 브랜드점포 전환율: 50%(Low)~70%(High)
▪ 비브랜드점포 평균 임대료: 185,000원/m2
▪ 브랜드점포 평균 임대료: 347,000원/m2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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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50

130

도철 자체
예측 효과

연구용역 예측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브랜드로 전환 가능한非브랜드 상가수
감소

▪ 브랜드 점포로의 전활율 감소

▪ 브랜드 점포의 평균 임대료 하락

▪ 기존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 가능

소상공인
보호 여론

설명제약요건/Risk

▪ 브랜드 점포 비중 확대를 통한
상가임대수익이 부대사업처의
성과평가에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아 동기부여 어려움

부대사업처
의 동기부여
어려움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신규업종의
브랜드는 지하철 역사 입점에 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 장애물로 인해
지금까지 입점 사례 없음
– 업종 특성과 지하철 이용객

특성 간 불일치
– 협소한 임대공간
– 수익성 리스크

신규 업종
브랜드의
입점을 막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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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승객편의 및 공익성이 증대됨을
강조하여對여론 및 소상공인
조합에 커뮤니케이션
–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0% 가량이 브랜드점포 확대를
희망함

–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됨

– 과도한 상행위 근절 / 미관개선
효과

▪ 개인사업자의非브랜드 점포 의무
보장 비중을 설정

소상공인
보호 여론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KPI 요소 중 상가임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그 외 상가임대수익과 관련성이
적은 요소는 하향조정

부대사업처
의
동기부여
어려움

▪ 이미 쇼핑 목적지로 활용되고 있는
역사에 한정해 신규업종을
유치하거나, 넓은 상가면적을
보유한 역사에 패션관련 브랜드
통합 유치하여 쇼핑몰화

▪ 역사 내 점포를 묶어 통합 발주
▪ 고정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해
리스크 최소화

신규 업종
브랜드의
입점을
막는
장애물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미 입점 브랜드점포
및
기존 소상공인 니즈
확인

입찰 기획 및 준비 브랜드점포 유치

▪ 미 입점
브랜드점포가 (예. 
패션, 슈퍼마켓, 
기타 F&B) 역내
입점하지 못했던
장애요인 확인

▪ 소상공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 신규 브랜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할 역사 및
장소 결정

▪ 계약방식
(고정임대료 vs. 
매출공유 임대료)
및 임대료 수준
결정

▪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면적 조성

▪ 기존 점포의
계약만료 스케쥴에
따라 신규
브랜드점포 유치
시작

~’13

도철

▪ 패션/슈퍼마켓/기타 F&B 부문 미 입점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 기존 소상공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도시
교통
본부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및 적정 비중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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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또한 상가임대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입자 선정
및 계약방식에 대한 도시철도공사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도시철도공사 홍콩 MTRvs.

계약기간
설정의
자율성

입찰
평가의
자율성

임대료
산정방식
의 자율성

▪ 3+2 계약형태가 (초기계약 3년, 
2년 연장 가능 옵션) 유일함

▪ 일괄적인 계약기간으로 인해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에 어려움 존재

▪ 초기 계약기간 1년에서
10년까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자율적으로 설정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더 오랜

계약을 원할 시, 3+2의 일괄적인
계약기간은 부담이 된다.

▪ 최고 임대료를 제안한 세입자에게
무조건 입찰

▪ 도철이 Target으로 삼는 업종 및
업체의 적극 유치가 어려움

▪ “Preferred bidder” 시스템
존재
– 임대료 외에도, MTR이

원하는 조건을 (예. 특정
업종, 운영 경험 등) 갖춘
업체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도철이 어떤 업종, 업체를 유치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최고가를 쓴
세입자에게 입찰해야 한다.

▪ 점포 매출 및 성과와 관계없이
정액의 임대료 지급

▪ 신규 업종 및 업체 유치 시, 
업체의 Risk 최소화 어려움

▪ 매출 성과의 일정 %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수수료 방식 채택

▪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료가
조정되므로 업체 입장에서 Risk 
최소화 가능매출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액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1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서울시 조례의
제한으로 인해 MTR 
대비 독자적으로 업종
및 업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부족함

▪ 계약기간 설정, 
입찰업체 평가 및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도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역내
상가임대사업 및
상가환경 개선이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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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2020년 기준 최대 9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현재 네트워크 임대 시, 약

10~4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발주
▪ 하지만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시, 

약 ~20%의 임대료 추가 상승 가능

아이디어 소개
▪ 편의점, 카페, 화장품과 같이

대부분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입점한
업종의 경우, 임대단위 확대
–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 통합발주

시, 최대 15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서울메트로와의 통합발주 시, 
최대 250개까지 임대단위 확대
가능

▪ 단, 잡화, 의류, 제과 등은 전 역사
통합 발주 시 Tenant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적 역사에 한해
임대단위 확대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40

00000

2020

90

19

90

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네트워크 임대단위
– 편의점: 150개
– 화장품: 150개
– 카페: 50개

▪ 임대단위 확대를 통한 임대료 인상률: 20%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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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일시적인 공실율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 시 수익 증가율 감소

▪ 전 역사에 단일 브랜드만 존재하게
되어,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시 전 역사의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짐

서비스 질
저하

설명제약요건/Risk

▪ 전 역사에 단일 브랜드만 존재하게
되어, 소비자가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편익을 훼손함

소비자 편의
감소

▪ 개별임대로 인해 각 점포의 계약
만료일이 상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경우 기회매출 손실의
우려 존재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일
조정의
어려움

KRW, 억 원

45

도철 자체 추정 효과연구용역 예측
최대 효과

90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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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브랜드점포 비중 확대: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입찰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에
임대료 및 과거 해당 업종 운영에
대한 Track record 포함하여 평가
진행

▪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내용에 추가

서비스 질
저하

선결 과제/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편의점, 카페의 경우 브랜드별
차별점이 적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가 크지 않음

▪ 단, 화장품과 같이 브랜드별
선호가 크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선택적 역사에 대해 추가 브랜드
입점 검토

소비자
편의 감소

▪ 우선적으로 기존 점주와 계약 연장
▪ 계약 연장 결렬 시, Capex 투자가

적은 업종을 위주로 신규 단기임대
▪ 단기임대 실패 시 공실 상태로

유지하며, 해당 경우 부대사업처
상가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통합발주
대상
점포들의
계약만료일
조정의
어려움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업종별 임대단위가
확대된
계약 패키지 구성

기존 점포들의 계약
만료시기 조정

확대된
임대단위로 계약
발주

▪ 업종별 통합 임대
계약으로 발주할 역사
및 위치 선정

▪ 목표 통합발주시기
(=향후 조정할 계약
만료시기) 결정

▪ 필요 시, 
서울메트로와의
협업을 통해 양
공사간 통합발주 논의

▪ 기존 점주와
재계약을 통해
계약만료일 연장

▪ 신규 점주에게 단기
임대

▪ 두 방안 모두 실패 시, 
공실 상태로 유지

▪ 계약만료 시기
조정 스케쥴에
따라 통합발주
진행

2015~

도시
철도
공사
(전략
사업처
사업
관리팀
)

▪ 통합발주 대상 업종 선정

▪ 각 업종별 임대단위 결정 (예. 편의점은 전 역사를
통합하여 발주, 베이커리는 주거지역 역사 40개를
통합하여 발주 등)

▪ 통합발주 대상 역사의 점포 상황을 (예. 점포별 계약
만료일) 확인하여 목표 통합발주시기 설정

▪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처와 협업하여 양 공사간
통합발주 시 손익 분석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2013



| 404

[Back-up] 임대단위 확대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점포별로 서로 다른 계약 만료일자를 통일시켜야 함

점포별로 계약만료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통합발주가 어려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약만료일자를 통일시킨 후
통합발주를 진행할 수 있음

역사 점포별 잔여 계약기간 (편의점 사례)

2013 2014 2015 2016

네트워크 (세븐일레븐)

수서

녹번

네트워크 (세븐일레븐)

선릉

남부터미널

옥수

잠실나루

홍제

종각

충무로

시청

네트워크 (미니스톱)

신사

을지로입구

기존
점주와
계약연장

공실
상태로
유지

우
선

순
위

높
음

▪ 기존 점포와 재계약을 통해
통합발주 시점까지만 기간 연장

▪ 점포 입장에서 별다른 Capex
투자 없이 운영을 지속하므로
실현가능성 가장 높음

신규
점주에
단기임대

▪ 기존 점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시, 
신규 임대 발주를 진행하되
통합발주 시점까지로 계약기간
제한

▪ 잡화, 의류와 같이 별다른
설비투자 필요 없이 입점 가능한
업종에 단기임대 가능

▪ 기존 점주와의 계약연장 및 신규
단기임대가 모두 실패할 경우, 
기회손실을 감수하고 공실 유지

▪ 통합발주를 위한 공실유지 시, 
KPI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회손실 성과평가에
미반영

1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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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2020년 기준 최대
6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임대료가 최적화되지 않은 역사 및
점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환승 역사: 역사 내부 환승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으로 인해
지상상권 임대료를 참고하기 어려움

– 승객 급증 역사: 과거 임대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음

– 신규 입점 업종: 과거 화장품 업종
신규 입점 시, 매출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 체결

아이디어 소개

▪ 점포 매출액 수준을 파악하여 적정
임대료 산출
– 단기적으로 코레일과의 정보공유, 

직접관찰을 통한 구매객/구매금액
파악 등을 통해 매출액 수준 개략적
예측 가능

– 장기적으로 POS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업종별/점포별 정확한
매출액 파악

▪ 파악된 적정 임대료를 감정평가 시
반영하여 임대료 현실화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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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브랜드점포 임대수익: 260억

▪ 재계약 가능 비율: 74%(’15), 100%(’20)
▪ 임대료 상승률: 17%(Low)~39%(High)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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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점포 수 한정적

▪ 매출액 파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임대료 인상분 제한적

설명제약요건/Risk

▪ 점포들이 매출
수준을 낮춰
보고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사용을 유도할
수 있음

현금 사용에
따른 정확한
매출집계
어려움

▪ 고정 임대료 징수
방식에서는 매출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움

임대 방식

KRW, 억 원

도철 자체 추정 효과
(매출수수료 연동방식
점포 확대 시 개선
효과 추정 가능)

연구용역 추정 최대 효과

N/A60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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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 개선 –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매출 수수료 연동방식에 적용

임대 방식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포매출 예측
후 비교분석 진행
– Korail이 직영하는 편의점

업체의 (Storyway) 매출정보 및
이용객 수 정보 확보 후 예측

– 인력을 동원해 방문객 및
이용금액 관찰 및 설문조사

– 세무서 자료를 확보하여
업종별 카드사용 대비
현금사용액 예측치를 활용해
총 매출수준 예측

▪ 재 계약 시점에서 POS 시스템 의무
도입을 계약 조항으로 삽입
– 단,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없다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결정 필요

현금
사용에
따른
정확한
매출집계
어려움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전 역사의 주요
브랜드 점포별
매출 수준 파악

브랜드/점포별
재계약 방향성 도출

재계약 진행

▪ 단기적 점포별 매출
수준 파악

– 코레일과의
협업

– 직접관찰을
통한 매출액
파악

▪ PO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 각 점포별 임대료
부담 수준을
계산하여 잠재
임대료 상승 가능
정도 파악

▪ 재계약 협상 방향성
결정

▪ 계약기간 만료 시, 
기 파악된 매출액
수준에 근거해 최소
임대료 수준 결정
및 공고

▪ 새로운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계약조항에
삽입

도시철도
공사
(전략
사업처
사업
관리팀)

▪ 직접관찰을 통한 매출액 파악

–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교육 진행: 총 120개
역사마다 3개의 점포를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인원 고용

– 역무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부분적인 협조 구함

▪ 코레일 관련부서와 협력 (예. 정보공유 등)
▪ POS 시스템 구축업체 접촉 (세부 시스템 기획 및

견적금액 산출)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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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개선: 2020년 기준 최대 29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2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도시철도공사와 KT스마트채널간 광고위탁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지 후 광고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기획이 요구됨

▪ 현재 역/전동차내 중소기업 광고 (예. 병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광고 수준 저하로 인해 규모있는 기업들이 지하철
광고를 더욱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 반복

▪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창의적 광고
포맷을 활용한 메이저 광고주 광고가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향상한다고 응답

아이디어 소개

▪ 향후 KT스마트채널과의 계약해지를 대비하여
선제적 사업운영방안 수립 필요

▪ 단기적 광고사업/광고매체사 운영방안
– 특정 매체를 다수의 매체사가 경쟁 판매
– 표준가격 산정을 통한 가격 신뢰도 회복
– 질 낮은 광고에 대한 Quality control 기준 강화
– 매체시설 개선 투자 및 업무를 매체사로부터

도시철도공사로 이관
▪ 장기적 광고사업/광고매체사 운영방안

– 대형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를 활용해 1매체
1매체사 구조로 전환

– 입찰을 통한 변동가격제로 전환
– 신규 첨단 매체 발굴 및 도입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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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메이저광고 유치 비율: 15%(’15), 50%(’20)
▪ 광고단가 상승률

– 2015: 120%(Low)~150%(High)
– 2020: 170%(Low)~250%(High)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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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개선 :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2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제반 환경 및 디자인 가이드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메이저 광고 유치 비율
하락으로 평균 광고 단가 상승율이 기대치보다
낮을 가능성 존재

▪ 계약구조 변경 초기 단기적으로
광고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음
– 메이저 광고주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억제, 
매체개선을 위한 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가능

2013~2014 
광고매출
감소

설명제약요건/Risk

▪ 계약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체사가 메이저 광고주 유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

매체사의
기존
영업행태
유지

▪ 역내 미관 및 가시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역내 광고 관련 규제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수 있음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불충분

KRW, 억 원

연구 용역 예측 최소치
(단, KT와의 계약
미해지 시 효과 없음)

연구 용역 예측 최대치

160
290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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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개선 :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2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장기적인 광고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함

▪ 광고매출 감소 시, 부대사업처
광고팀 KPI 조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
필요
– 예. 광고매출액 등 결과지표를

KPI에서 제외하고, 대신 메이저
광고비중 등 과정상의 지표를
KPI에 반영

2013~2014 
광고매출
감소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매체사와의 재계약 시, 
최소보장금을 폐지하는 대신
메이저 광고 수주 의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음

매체사의
기존
영업행태
유지

▪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별 소비자의 의견
제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의견과

도철 의견 불일치 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시함

– 지하철 승객을 활용할 경우, 
수백만 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문조사 진행 가능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불충분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서울메트로
광고사업/매체사
운영모델 벤치마킹

도시철도공사 독자적
광고사업 운영모델
기획

KT스마트채널
과 계약해지
후 독자운영
시작

▪ 컨설팅팀 개선안이
적용된 서울메트로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노하우 전수

▪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업 실시 (예. 
광고효과 DB구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등)

▪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KT스마트채널과
계약해지 후 독자적
운영방안 수립
– 매체사 운영방안
– 광고매체/시설

투자계획

▪ 계약해지 후
사업공백 없이
독자적 운영 시작
– 영업을

대행할
매체사 모집
및 계약

– 광고매체/시
설 투자 실시

~’13

▪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 광고팀과 협의를 통해 벤치마킹 프로세스
구축
– 주기적 회의 및 방문을 통해 서울메트로 광고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노하우 전수
– 추후 컨설팅팀 개선안의 적용과정 및 독자적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전수
▪ 광고사업에 추가인력 배치

– 현재 광고사업 관련해 1명의 직원만 배치되어 있음
– 추가인력 투입을 통해 KT스마트채널과의 계약해지 후 공백

없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준비해야 함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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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2020년 기준 최대 3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구두수선은 집객효과가 큰 지하철

운영사와의 시너지가 가장 크고 역량
확보가 용이한 업종임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80%가 역사
내 구두수선 점포 입점을 선호

▪ 현 구두방은 지상의 도보환경을
저해하므로 점차 줄이는 추세임

▪ 일본에서는 구두수선 점포가 평균
2~3억원의 매출을 창출함

아이디어 소개
▪ 역 외에 위치한 구두방을 대신하는

구두수선 체인을 직접 출점하여
운영하거나 임대
– 구두수선 기기를 활용한 “5분 내

수선” 및 “깨끗한 인테리어”를 강조
▪ 기존 구두방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 구두수선
체인 운영자로 활용
– 가맹점주 혹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존 소득 수준 보장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3030

1010

2
0

19 202018

20

17

20

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15 기준)

▪ 운영 점포 개수: 30개 (미니샵 활용)
▪ 점포당 매출: 1억~1억5천만원
▪ 점포당 인건비: 3,000만원
▪ 점포당 임대비용: 2,160만원 (면적 6m2)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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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기대치보다
낮은 우려가 존재함

▪ 구두약, 본드 등 냄새 및 수선기기
소음으로 민원 발생 가능승객 불편/ 

민원

설명제약요건/Risk

▪ 대표적 영세업종 공사직영 운영
어려움 (관련업종 종사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내재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
내재 (자회사 보유한 공사는
대기업에 속함)

기존 구두방
운영
소상공인들의
반발

▪ 전통적으로 저가의 저수익성
사업특징 상 지하철 집객 효과와의
시너지가 없을 경우 고수익 기대
어려움

낮은 수익성

KRW, 억 원

3

30

도철 자체 추정 효과연구용역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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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요건/Risk

낮은 수익성

승객 불편/ 
민원

▪ 기존 지상 영세 구두방과
차별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선결 과제/극복 방안

▪ 구두 판매와 병행

▪ 기존 구두방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 구두수선 체인
운영자로 활용
– 가맹점주 혹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존
소득 수준 보장

기존 구두방
운영
소상공인들의
반발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승객편의 사업 – 구두수선 브랜드 운영: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함3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사업성과 평가
후 서비스
확대여부 결정

선정 역사에
시범 서비스
시행

역사 입점
장소 및 투자
계획 수립

구두수선
서비스 운영
역사 선정

운영인력 및
관련시설
조달

시범사업
시행

추가 역사
서비스 확대

역세권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역사 선정

운영인력
조달 및
교육 진행

최적 입점 장소
조사,
인력, 시설 투자
계획

입점 장소 공사 진행 (물품, 
인테리어)

역장 및
이해
관계자
설득

역장 및 사업개발처
담당자 설득

구두수선 사업의 공익성 침해여부 모니터링
및 권고사항 전달

실행주체

프로젝트
전담팀

서울시
관련
부서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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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2020년 기준 최대 2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사회 트렌드 변화로 세탁서비스 시장 확대 예상
(2011년 기준 1.5조원)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로
세탁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

▪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세탁물을 손쉽게 맡기고 퇴근길에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택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아이디어 소개

▪ 역사에 세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손쉽게
세탁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오전에 세탁물을 맡기면 저녁/익일에 해당

역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
▪ 세탁물 수거와 세탁 서비스를 이원화 함

– 도철에서는 세탁물 수거만 담당
– 파트너사는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

처리한 후 역사 센터로 배송
▪ 가격은 시중 프랜차이즈 최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 (지역 세탁소의 50~70%)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2020

1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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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171615142013 19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출근 시간대 탑승객 (직장인 가정)으로 제한
▪ 드라이클리닝 이용의사: 주 평균 1.6회
▪ 1회 사용 드라이클리닝 가격: 6,000원

– 설문조사 지불 의사 금액인 12,000원의 50% 수준. 동네 세탁업체
가격의 50%

▪ 업무자재, 소모품비: 매출의 60%,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역당 5,500만원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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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지역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없는 외곽지역
역사로 한정될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려워
수익성 낮을 위험 존재

▪ 자동화 시스템 등의 제반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세탁 품질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발생하고 브랜드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품질 관리

설명제약요건/Risk

▪ 역사 내 세탁 입점 활용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
– 최소 5평 (약 16.5m2)의 공간이

필요함
– 2,000벌의 의상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함

공간 확보

▪ 지역 세탁업체에서 역사 세탁 위탁
서비스가 영세 업체들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보일 수 있음

▪ 특히, 지하철역이 주거지역의 거점이
되는 경우 영향을 주는 범위가 더욱
확대됨
– 예. 잠실역의 경우, 주변 송파구

주민들이 2호선을 사용하기 위해
집결하는 중심 역사이므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큼

지역 / 
중소기업
세탁업체의
반대 우려

KRW, 억 원

4

20

도철 자체 추정 효과연구용역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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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세탁 위탁 서비스: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지닌 업체를 우선 선정

▪ 주기적으로 시에서 위생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현장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업체
과실로 인한 품질 민원이 5회 이상 발생시
경고, 지속적인 이슈 발생시 계약 해지

품질
관리

선결 과제/극복 방안
제약요건
/Risk

▪ 용역창고,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입점
공간으로 활용

– 주변 상가 임대료와 비교하여 이익이
높은 경우에만 입점을 결정

– 세탁 위탁 서비스 운영 수익이 상가임대
수익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기존
상가에 입점

▪ 의류 수납 공간을 줄이고 옷을 고객안내센터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공간
확보

▪ 지역 세탁업체에게 일부 세탁 위탁
– 경쟁입찰을 통해 세탁물의 30%를 2군데

지역 세탁업체에 위탁

▫ 경쟁입찰은 역 주변 업체에 모두
기회를 열어두되, 추후 품질 검사에서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가
재선정됨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

–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시
세탁업체도 책임을 분담

지역/ 
중소기업
세탁
업체의
반대
우려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서비스 역사
추가 시행

선정 역사에
시범 서비스
시행

역사 입점
장소 및 투자
계획 수립

세탁 위탁
서비스 역사
선정

파트너
세탁업소
선정
(경쟁입찰)

시범 역사
서비스 시행

추가 역사
서비스 확대

역세권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역사 선정

세탁업소
선정 (공개
입찰 시행)

최적 입점 장소
조사, 인력, 
시설 투자 계획

입점 장소 공사 진행, 서비스
준비 (물품, 인테리어, 인력
채용)

역장 및
이해
관계자
설득

역장 및 사업개발처 담당자
설득

세탁업소 선정 및 관리에 참여 (위생 및 품질
관리 테스트)

입찰에
참여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전담팀
준비 (세탁 위탁 서비스 정비, 
인력 채용)

실행주체

프로젝트
전담팀

서울시
관련
부서

파트너
세탁업체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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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2020년 기준 최대 2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소득수준 증대와 여가 활용문화의 확대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나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형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함
– 2012년 콘서트/뮤지컬 시장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40~60% 성장
– 이에 따라 티켓 예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채널(인터파크)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
– 공연장까지 가야 개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티켓을 모아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의 부재

아이디어 소개

▪ 역사 내부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해 공연
티켓을 판매
– Traffic이 높은 주요 역사 (예. 천호), 대학가

(예. 안암), 각종 공연장 인접 역사 (예. 
광화문) 위주로 티켓 오피스 설치

– 공연사 (주최사)로부터 판매액의 일정비율
(약 7%) 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특히 당일 마감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수량의

당일 마감 티켓을 할인하여 판매
– 이 외에도 일정 수량의 상시 할인티켓을

할당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판매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2020

1515

1010

5

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타겟 고객 수: 전체 이용객수 중 타겟 역사 유동인구만 고려
– 전체의 57% (상위 30개역이 전체 57% 수송객) : 약 500만 명
– 티켓오피스의 입점 위치를 고려하여 이중 70%의 유동인구에게 노출

▪ 티켓 구매 이용의사: 연 평균 2.2회 (설문조사 횟수의 50%로 보수적으로
조정)

▪ 1인 1회 평균 티켓 구매 가격: 17,000원 (35,000만원의 50% 수준으로
할인)

▪ 수수료율: 5~7% (최대 인터파크 수준 수수료 (7.5%))
▪ 서비스 역사 수를 3개 (2014년)에서 30개 (2020년)로 점차적으로 확대

(초반 입점 역사의 이용고객 수가 높음)
▪ 10개 역당 1명 직원이 관리 (인건비: 연 6000만 원)
▪ 역별로 시간제 인원 배치 (인건비: 연 3000만 원)
▪ 임대료: 고려하지 않음. 역사별 고객안내센터를 확장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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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티켓 판매량 저조

▪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움 수 있음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관리

설명제약요건/Risk

▪ 공연 주최측의 협조가 부족할 수도
있음공연

주최측의
참여 확보

▪ 티켓 매출의 온라인 비중 증대로
인하여 수요가 낮을 가능성 존재오프라인

티켓 판매
경쟁력 저하

KRW, 억 원

0.2

20.0

도철 자체 추정 효과연구용역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 도철 자체적인 티켓 판매 광고/홍보가
불가능함KT 스마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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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 사업 – 역내 티켓오피스: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3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기존 역사 내 안내데스크 활용 후
사업성이 증명될 시 점포 수 확대

▪ 10m2의 작은 공간으로도 매장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 입점할 수
없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티켓오피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관리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출력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창출 가능

오프라인
티켓 판매
경쟁력 저하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부터 공연
주최측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함

▪ 기존 온라인 채널 대비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 책정

▪ 기존에 처분이 어려웠던 당일 마감
티켓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광고 효과

– 프로모션 비용만큼 할인티켓 할당
가능

▪ 다양한 업체의 참여의사 반영

공연
주최측의
참여 확보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서비스 역사
추가 시행

선정 역사에
시범 서비스
시행

역사 입점
장소 및 투자
계획 수립

티켓오피스
우선 서비스
역사 선정

파트너
공연업체 모집
및 계약

시범 역사
서비스 시행

추가 역사
서비스 확대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역사 선정

파트너
공연업체
모집 및 계약

최적 입점 장소
조사, 인력, 시설
투자 계획

입점 장소 공사 진행, 서비스
준비 (물품, 인테리어, 시스템
구축, 인력 채용)

역장 및
이해
관계자
설득

역장 및 사업개발처 담당자
설득

공연업체 선정 및 관리에 참여 (자격 심사)

파트너사로
참여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지원

실행주체

프로젝트
전담팀

서울시
관련
부서

공연
주최사

2014 2015

▪ 기존 광고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설득이 어려울 시, 포스터 등을 활용한
광고 최소화

KT 스마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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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2020년 기준 최대 1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4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철도사업은 홍콩 MTR, 싱가폴 SMRT 등 글로벌

선도 운영사들의 장기적 성장동력으로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중동/동남아/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Greenfield 프로젝트 확대 예상
–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O&M 프로젝트

확대 예상
▪ 신사업 후보 중 신규 진출에 제약이 가장 적으며

향후 국내시장 또한 이익규모 ~500억 정도로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필요 인력 규모가 매우 크므로
(200~300명/프로젝트) 유휴인력 재배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임

아이디어 소개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철도사업에 도전할 수

있음
– 단, 현재 역량이 매우 낮으므로 단기적으로

컨설팅/SE 프로젝트 위주의 집중이 필요함
– 순차적으로 O&M 프로젝트 및 Greenfield 

프로젝트로의 사업모델 고도화 가능함
▪ 비교적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시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국내 경전철 사업 또한 해외철도사업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익개선효과 창출 가능
– PM/SE 분야: 해외철도사업에 필요한 Track 

record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운영 분야: 조직효율화를 통한 유휴인력

해소 가능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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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O&M사업 : 김해경전철 2012년
– 실제수익 기준(8억)

▪ 설계, 엔지니어링사업 : 건당 2억
– 공사 대곡-소사 설계사업대가 기준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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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4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경쟁 강화로 인한 수주율 하락

설명제약요건/Risk

▪ 국내 타 지하철 운영사들의 국내
운영사업에 진출이 예상됨 (예. 
인천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등)

향후
경쟁격화

KRW, 억 원

1010

도철 자체 추정 효과연구용역 최대
추정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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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4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향후 경쟁
격화

▪ 기술분야 부서의 적극적 협조 (예. 전문인력 차출 등)
– PM/컨설팅 분야 참여 및 초기운영 세팅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함
▪ 도시철도공사 장기 비전 설정 시, 해외철도사업에 대한 중요성 판단

후 조직 내 공유 및 국내철도사업을 통한 해외철도사업 확대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해외사업 인력 양성
– 주 타겟 국가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 양성 필요

▪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의 도움을 바탕으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학, 협상, 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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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 운영: 2020년 기준 최대 480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5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현재 역무, 궤도, 통신, 전자, 건축, 

설비, 승무 등 시간대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분야에도 24시간 동일한
인원을 투입함

▪ 하지만 해외 운영사들은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을
투입함

아이디어 소개
▪ 부서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
– 야간근무가 일절 필요없는

직렬/부서의 경우 비숙박 근무제
도입

– 주/야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직렬/부서의 경우 탄력적 교대제도
도입

▪ 근무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의 일정부분을 직원과
공유하여 실행가능성 제고
– 교대주기 확대를 통한 출/퇴근시간

안정성 제고
– 근무제도 선택 다양성 제공
– 임금/복지혜택 추가 제공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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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정원 감소율: 33%(야간집중업무/비심야업무), 16%(주간집중업무)
▪ 현원조정인원: 자연퇴직+1개경전철사업 투입 (Low), 

자연퇴직+2개경전철사업 투입(High)
▪ 평균임금: 5,000만원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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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 운영 :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5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상세 업무량 분석 결과 주야간 업무량 불균형이
예상보다 작을 경우 효과 감소

▪ 추가적 신사업 발굴이 제한될 경우, 자연 퇴직자
수 이상의 개선 효과 없음

▪ 정년 연장에 의해 자연 퇴직자 축소 경우 효과
감소

▪ 정원감소 및 업무패턴 변화로 인해
시스템 변경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
큼근로자

설명제약요건/Risk

▪ 총 인건비 및 인당 임금의 상승폭을
제한안행부의

총액임금제
도

KRW, 억 원

480480

도철 자체 추정 효과
(근로자와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

연구용역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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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인력 운영 :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5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행부에
지침 변경 건의

– 인건비 총액을 10~20% 절감하기
위한 필요 조건임을 강조함

▪ 금전 외적인 보상을 제공함 (예. 추가
휴일 제공, 복지 혜택 제공 등)

▪ 자연퇴직 인원이 집중된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

– 신입사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당 인건비 감소 효과
존재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상쇄 가능

안행부의
총액임금제
도

선결 과제/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자연퇴직 및 신사업 재배치를 통해서만
실 인원을 조정하며 강제적인 인력감축
및 임금수준의 변화 없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

▪ 효율성 개선 효과를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함으로써 합의점 도출. 
예.

– 현 4.5시간의 휴식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
상승 지원

– 유급 휴일을 하루 확대해 약
40일의 정기휴일 증대

– 직원 근무 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

근로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직렬별/부서별
근무시스템 세부 개선안
도출

직원과 협상 변경된 인력운영
시스템 시행

▪ 각 직렬별/부서별
근무시스템 세부
개선안 도출

▪ 인건비 절감액을
기존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추가
보상혜택에 대한
초기적 방안 도출

▪ 도출된 옵션을
바탕으로 직원과
협상

– 직원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보상
혜택에 대한
보완/협의 진행

▪ 신규 인력운영
시스템 적용

▪ 신사업 부서에
유휴인력 재배치

~’13 ~’14

도철

▪ 탄력적 인력 투입 방안 도출을 위한 TFT 구축

– 참여자: 노무처, 인사처, 노동조합

– 각 직렬/부서의 시간대별 업무량 차이 파악 및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간대별 업무량 차이 정도에 따른 세부 근무시스템 개선안
도출 (예. 비숙박 근무제 등)

–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액을 근무시스템 변경
대상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보상혜택 파악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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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TCO 도입: 2020년 기준 최대 1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6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전동차 및 각종 설비들은 수년의 사용기간
동안 구매가격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함
– 전동차의 경우, 내구연한 기간 동안

전력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구매가격의 약 2배에 달함

▪ 하지만 전동차를 비롯한 각종 물품 구매
시, 내구연한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평가/고려가 이뤄지지 않음
– 초기 구매가격만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됨
– 발주 시 유지/보수 주기, 전력 사용량

등 각종 요구조건을 제시하지만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성능에 대해서는
가점이 주어지지 않음

▪ 전동차 및 각종 설비들은 수년의 사용기간
동안 구매가격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함
– 전동차의 경우, 내구연한 기간 동안

전력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구매가격의 약 2배에 달함

▪ 하지만 전동차를 비롯한 각종 물품 구매
시, 내구연한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평가/고려가 이뤄지지 않음
– 초기 구매가격만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됨
– 발주 시 유지/보수 주기, 전력 사용량

등 각종 요구조건을 제시하지만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성능에 대해서는
가점이 주어지지 않음

아이디어 소개

▪ 독자적 구매 및 조달청 위탁구매 시, 
평가항목에 TCO 개념 (Lifecycle cost)을
도입함
– 구매가격 외에도 내구연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력비용, 유지보수비용에
대해 업체의 제안/실적 요구 및
자체분석 진행

▪ 업체의 제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Lifecycle cost 분석을 위한 내부역량
육성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15

0000000

19 2020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신규 도입 전동차 수: 120량(’20), 834량(’25)
▪ 량당 연간 전력비용: 2,000만원
▪ 량당 연간 유지보수비용: 3,900만원
▪ 비용 절감률: 10%(Low)~20%(High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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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TCO 도입: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6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N/A

TCO 수행
역량 부재

설명제약요건/Risk
KRW, 억 원

1515

도철 자체 추정 효과연구 용역 추정
최대 효과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 정확한 TCO 분석을 위해서는 RFP 
발주 단계부터 분석을 위한 Data를
요청하고, 해당 Data를 통해 향후
유지비/ 전력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역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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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TCO 도입: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6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단기적인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컨설팅 수행

–전동차는 비정기적인 구매이며,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일시에
800량의 대규모 물량을 발주함

–해당 구매 시, 전문기관의 (예. 
철도연구원, 조달청 위원회 등)  
도움을 받아 TCO 분석 진행
가능함

–컨설팅 업체로부터 TCO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가능

TCO 수행
역량 부재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TCO 적용가능 물품
추가 파악

평가요소에 TCO
개념 적용

TCO 분석을 위한
역량 육성

▪ 전동차, 레일 외
TCO 적용 가능
물품 추가 파악. 
조건: 
– 10년 이상의

사용연한

– 높은
운영비용 (예. 
인건비, 
전력비용 등)

▪ RFP 작성 시, 
업체에 Lifecycle 
cost에 대한 견적
요구

▪ 평가항목에서
구매가격 외
Lifecycle cost 
항목 삽입 및 비중
확대

▪ 업체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전문 외부인력
영입 및 내부인력
육성

▪ Data point를
확보할 수 있는
해외운영사와의
관계 구축

~’14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도시
철도
공사

▪ 해외 운영사 벤치마킹을 통해 TCO 대상 물품 추가
파악

▪ 각 실무부서의 구매물품별 TCO 적용 필요여부 분석

– 각 실무부서별 주요 구매물품 파악

– 주요 구매물품별 사용연한 중 발생하는 총 비용 중
구매가격의 비중 파악 (예. 전동차 25년 사용기간
발생하는 총 비용 중 구매가격은 약 35%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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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전동차 입찰 경쟁 유도: 2020년 기준 최대 6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

6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전동차 및 전동차 부품은 총 구매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항목임
▪ 독점 공급으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리스크

존재
▪ 더불어 독점 상태에서는 Clean sheet 등

가격 최적화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의
효과가 미미함

아이디어 소개

▪ 국내/외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내 업체와의 경쟁
유도
– 현 평균 2년의 납기기한을 3~4년으로

확대
– 타 철도 운영사와의 연계를 통해 발주

규모 확대 모색
– 그 외 제안서 접수 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해외
공급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객관적
조정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65

10

0000

19 2020

45

18

30

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전동차 내구 연한의 추가적 연장 없음
▪ 내구 연한 도래 시 수리 후 재사용하지 않고 신규 전동차를 구매함

1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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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전동차 입찰 경쟁 유도: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6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N/A

▪ 납기 기준 기간이 짧아 해외 업체가
입찰하기 어려운 구조임

▪ RFP 발송 후 제안 접수 기간이 짧아
해외 업체가 입찰하기 어려운 구조임

폐쇄적 입찰
시스템

설명제약요건/Risk
KRW, 억 원

2020

65

15

19

45

10

18

30

5

17

10

3

16

0
0

15

0
0

14

0
0

2013

0
0

이익 개선 Projection

도철 자체 추정 효과

최대 추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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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 전동차 입찰 경쟁 유도: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6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선결 과제/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해외 공급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 도입

–납기 기한 3~4년 수준으로 유지

– RFP 발송 후 제안서 접수 기간
약 10주 수준으로 유지

–평가항목 재검토 (예. 생산기지
위치)

폐쇄적
입찰
시스템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 해외 공급업체가
그 동안
한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장애물을 파악함

▪ 타 운영사와 협의하여
통합 발주 등에 대해
논의/합의

▪ 조달청과 협의하여
새로운 입찰 시스템
적용 가능성 합의
– 평가기준 변경
– 운영사 간 통합

발주
– 납기 기한 및 RFP 

기한 조정

▪ 조정된 입찰
시스템 아래 발주

▪ 해외 공급업체에
변경된 내용 적극
홍보

공급업체 진입
Barrier 파악

조달청 및 타
운영사와 협의

변경된 입찰
시스템으로 발주
진행

’14~’16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도시철
도공사
(차량
계획팀)

▪ 조달청 대상 국제입찰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 해외 공급업체 접촉 및 인터뷰 일정 수립
▪ 타 지하철 운영사 접촉 및 입찰 시스템 변경 필요성 설득

타
지하철
운영사

▪ 서울 메트로와 협업하여 해외 공급업체 진입 장애물
파악

▪ 운영사 간 협업을 통한 장애물 극복방안 (예. 통합 발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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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최적화: 2020년 기준 최대 215억 원의 경영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됨7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아이디어 배경

▪ 지하철 운영사는 운영 주체의 최적화를 통해
부대사업 운영 효과성 개선과 전동차 운행
효율화의 기회가 존재함
– 운영사 관점에서의 업무 중요도 및 자체

경쟁력 보유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운영
주체 옵션이 존재함 (내부적 운영, 자회사
활용, 외부 민간 업체 위탁 운영)

▪ 해외 선진 철도 운영사의 경우,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 자회사와 외부 민간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아이디어 소개

▪ 부대사업 외부 이관을 통한 운영 효과성 개선
– 상가임대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외부 이관
– 승객편의사업 중 자체 경쟁력 보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외부 이관 (예. 드라이크리닝 사업, 
티켓오피스 사업)

▪ 기술 업무별 운영주체 최적화
– 기존 내부 업무 최적화 (예. 역무, 

조명/컨센트 유지보수, 지상부 급전선
유지보수, PSD 유지보수, 차량기지
구내운전, 사무기기 조달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

– 현 자회사 운영 업무를 외부로 이관하여
추가적인 비용절감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KRW, 억 원

220

190

165

105100100

00

20201918171615142013

이익 개선 Projection1

주요 가정 및 전제 조건

▪ 대상 인원수
– Low: 자연퇴직인원+1개철도사업 투입인원
– High: 자연퇴직인원+2개철도사업 투입인원

▪ 평균임금: 5,000만원
▪ 임금 절감률: 40%(Low)~60%(High)

1 최대 추정 효과



| 433

업무주체 최적화: 제약 요건 및 Risk에 의해 수익 개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7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제약요건/Risk로 인한 수익 감소 요인

▪ 신규 채용 인원으로 퇴직 인원 대체 가능할
경우, 자체 신규 채용 비용이 낮아 효익 감소

▪ 정년 연장 시, 효과 제한적

▪ 시 정책적 방향성이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비중 강화에 맞춰짐에
따라 서울시의 반대 가능

서울시 고용
정책

설명제약요건/Risk

▪ 근로자의 반발로 합의되지 않아
실행이 어려울 가능성 존재

근로자
직원의 반발

▪ 외부 이관 시 통제력 저하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존재함서비스 질

하락 위험

KRW, 억 원

연구 용역 추정 최소
효과 (도철 자체
예측 결과 없음)

연구 용역 추정
최대 효과

145

220

이익 개선 Proj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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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최적화 : 제약 요건을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7

자료: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 고용불안 해소(자연퇴직 인원에 맞추어
실시), 부분위탁(야간 역무)의 경우
야간근무 최소화, 유휴인력
재배치(대형역 인력 배치 등) 등에 따른
근로조건 향상 등 대화와 설득 노력

역무
직원의
반발

선결 과제 / 극복 방안제약요건/Risk

▪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 장/단점 분석 결과 제공

– 역무분야 최적화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액

– 비정규직 증대 수 등

▪ 지하철 운영의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 필요함

서울시
고용 정책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 KPI에 기반한 성과 모니터링 및
보상시스템 구축 필요

▪ 동종기관 위부위탁 시 문제점 조사 및
개선안 마련,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한 SLA 도입, 최소 근로조건 설정 등
다양한 대책 마련, 추진

서비스 질
하락 위험

외부이관 계획 수립 협상 및 최적화 시행
최적화 대상 역사 확대
및
내부이관 시작

▪ 자연퇴직 인원을
고려해 연도별 최적화
대상 역사 수 결정

▪ 우선 외부이관 업무
선정

▪ 용역사 확보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
방안 구축

▪ 직원과 세부 계획
협의 및 조정

▪ 계획에 따라
외부이관 시행

▪ 연도별 최적화 역사
확대

▪ 현 업체와의
계약만료 및 필요
역량의 육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업무의
내부이관 진행

~’13 ~’14

도철

▪ 외부이관 TFT 구축

– 연도별 역무 최적화 확대계획 수립 및 대상
역사/업무 결정

– 외부이관 방식 결정

– 업무별 필요역량 조달/육성 방안 수립

서울시
▪ 최적화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및 허가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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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업무주체 최적화 : 부대사업 관련 자회사 추진 로드맵

아이디어 실행 예상일정

자회사 세부 운영방안 수립 자회사 설립
사업관리처 내부 역량/노하우
전수

▪ 자회사 평가/보상시스템 기획
▪ 필요 전문인력 Qualification 설정
▪ 연결 재무제표 승인 건의
▪ 일부 내부인력 자회사 이전 방안

수립

▪ 각 점포별 임대료 부담 수준을
계산하여 잠재 임대료 상승 가능
정도 파악

▪ 재계약 협상 방향성 결정

▪ 계약기간 만료 시, 기 파악된
매출액 수준에 근거해 최소
임대료 수준 결정 및 공고

▪ 새로운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계약조항에 삽입

~’14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서울시 ▪ 상가임대사업 자회사 설립 승인

~’13

도시철도공사
(사업관리처)

▪ 민간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 수립
– 평가/보상시스템 및 필요 인력수 및 세부 Qualification

▪ 사업관리처 기존 내부인력의 자발적 자회사 이전방안 수립

도시철도공사
(회계팀)

▪ 도시철도공사 운영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승인 건의

7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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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프로젝트 핵심 요약

II.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III. 양 운영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IV. 서울시 관련 기관 협의 필요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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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 도시들은 하나의 운영사에 의해 통합 운영되고 있음

도시 운영사 명
운행
시작연도

연 평균
승차객 수 노선 수소유주

대부분의
선진도시는
공공성 보장과
통합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지하철 운영사를
둠

신흥 개발/성장
도시의 경우, 민간
운영사를 추가
유치하여 신규
노선 확충의 재원
마련과 운영
개선을 추구함

예외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복수
운영사가 존재함

1

2

운영사
수

▪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 (NYCTA)

▪ 뉴욕 ▪ 17억 ▪ 24▪ 정부 ▪ 1904▪ 1

▪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

▪ 파리 ▪ 15억 ▪ 16▪ 정부 ▪ 1900▪ 1

▪ London Underground Ltd 
(LUL)

▪ 런던 ▪ 12억 ▪ 11▪ 정부 ▪ 1863▪ 1

▪ Berliner Verkehrsbetriebe 
(BVG)

▪ 베를린 ▪ 5억 ▪ 10▪ 정부 ▪ 1902▪ 1

▪ MTR Corporation Limited▪ 홍콩 ▪ 16억 ▪ 22▪ 정부
76%

▪ 1975▪ 11

▪ Tokyo Metro
▪ Toei Subway 등

▪ 도쿄 ▪ 31억 ▪ 9
▪ 4

▪ 정부
▪ 민간

▪ 1927
▪ 1960

▪ 2+

▪ Shenzhen Metro Group 
(SZMC) / MTR

▪ 선전 ▪ 8억 ▪ 4
▪ 1

▪ 정부
▪ JV

▪ 2004
▪ 2010

▪ 2

▪ SMRT Corp
▪ SBS Transit

▪ 싱가
포르

▪ 7억 ▪ 3
▪ 2

▪ 민간
▪ 민간

▪ 1987
▪ 2003

▪ 2

▪ 베이징 ▪ 25억 ▪ 14
▪ 1

▪ 정부
▪ JV

▪ 1953
▪ 2006

▪ 2 ▪ Beijing Mass Transit 
Railway Operation Corp / 
Beijing MTR Corp

▪ 상파
울로

▪ 9억 ▪ 3▪ 정부
▪ 민간

▪ 1974
▪ 2010

▪ 2 ▪ Companhia do 
Metropolitano de São Paulo 
/ ViaQuatro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1 2007년 HK MTR과 KCR의 합병 이후로 하나의 운영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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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MTR-KCR 통합 벤치마킹

두 운영사 통합을 통해 매출증대, 비용절감, 승객편의 증대를 모두 달성함통합 배경

▪ 두 운영사의 최대 소유주인
홍콩 시정부 주도로
2004년부터 논의 시작 후
2007년 12월 최종 통합 운영
시작

– 2004: 정부 주도로 MTR 및
KCR과 통합 논의 시작

– 2006: 양사 MOU 체결

– 2007: 통합계약 체결 및
통합운영 시작

▪ 통합의 목적

– 두 운영사 운영 통합에
의한 운영 효율성 개선

– 두 운영사 간 고유 역량 및
Best practice 상호 공유를
통한 사업 역량 증대

– 두 운영사 간 통일된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승객 편의 개선

매출 증대

공공성

개선사항

▪ Best practice 상호 공유

– 각 운영사에 고유 입점한 브랜드 점포의 상호 신규
유치를 통한 상가 임대 수익 증대

▪ 부동산 개발 역량 강화

– MTR의 부동산 개발/운영 역량 공유

– KCR 자체 소유 유휴 개발 부지 활용

▪ 해외 철도 사업 강화

– MTR의 운영 역량 및 실적 기반과 KCR의 풍부한
자체 유휴 운영 인력 활용

▪ Back office (예. 회계, 법률, 인사 등) 인력 감축
▪ 비운수사업 기획/관리인력 감축
▪ 통합 구매를 통한 구매 단가 절감 등

▪ 매출/비용 개선을 통해 확보한 추가수익을 활용해 운임
인하

▪ 환승 서비스 (예. 환승시간) 강화

비용 절감

A
B

C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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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홍콩 MTR 및 KCR

합병 이전 노선도 합병 이후 노선도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 홍콩 남부의 업무지구 및
시내 중심지 연결

▪ 시내 중심지 내에서의 수송

▪ 홍콩 북부 및 중국 본토를 연결
▪ 통근자 중심의 수송

MTR-KCRC 통합

 2007년 12월 MTR와 KCR 통합
 통합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가 주 목적
 MTR이 KCR의 전 사업을 (운영사업, 부대사업

포함) 흡수하고 KCR의 주주에게 매년 정액
수수료 제공

일일
승객수
만 명

인력 수

역사 수

궤도
Km

160
252

6,0496,639

35
50

11391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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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통합을 통한 매출증대 시너지는 주로 비운수사업에서 발생함

비운수사업: 규모 확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 및 Best 
practice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발생

운수사업: 양사 통합에 따라 홍콩 제1의 대중교통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추가 매출증대 시너지는 미미함

외형적 성장

매출 시너지

시장점유율, 퍼센트

일일 승객수, 만 명

운수수익, HKD mn

42
25

20082006

350
260

20082006

11,467

7,115
4,368

20082006

11,483

MTR

KCR

상가
임대

광고

부동산

철도
사업

매출추이, HKD mn 시너지 발생 동인

1,546
1,087915

741

2007 2008

666

2006

608

▪ 각 운영사에 입점함
점포 Cross 입점

▪ 점포 대상 협상력
강화

▪ 각 운영사의 창의적
광고매체 공유
(예. Seat-back 

screen 등)

▪ N/A

▪ MTR의 북경, 선전의 철도 사업에서
KCR의 운영 인력을 활용함

▪ MTR의 개발역량을
활용해 KCR의
개발가능 토지 개발

0.1%

19%
42%

8% 11%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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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두 운영사 간 중복 인원 절감을 통해 비용절감을 이룸

운수사업
(현업)

지원부서
(회계 등)

부대사업1

2007년
명, 통합 직후

2008년
명, 인원조정 후

절감률
퍼센트

8,7088,937

1,235
1,530

125138

3%

19%

9%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1 부동산 개발, 철도 운영 사업 제외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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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비용] 그러나 두 운영사 간 통합을 위해 투자된 비용으로
인하여 단기적 이익 증가는 제한적임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HK MTR-KCR 합병을 통한 영업 이익 변화 (2007-2008)
HKD mn

853

737

775

2,375 105

매출증가 신규사업
추진비용1

영업이익
증가

추가적
통합
비용

115

초기
통합
비용

비용절감

a
b

▪ 초기 통합 비용

– 시설 및 시스템(IT) 투자 (약 HKD
492 mn)

– 인력 감축 비용 (자발적 퇴직 비용, 
약 HKD 175 mn)

– 그 외 양사간 커뮤니케이션 및
합의를 위한 비용 소요 (약 HKD 71 
mn)
▫ 100+회의 Cultural integration 

워크샵

▫ 500+개 프로세스의 단일화

▫ 17,000여 시간의 트레이닝 등

▪ 추가적 통합 비용

– 통합 초기 예상치 못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함

– MTR 대비 평균 임금 수준이 약
10%가량 낮은 KCR 노조의
요구로 인하여 동일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함 (약 HKD 115 mn)

a

b

1 해외철도사업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비용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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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개발/성장 도시의 경우, 신규 노선 확충 시 재원마련 및 운영 성과 개선을
위해 해외 선진 운영사를 유치하여 복수의 지하철 운영사를 두고 있음

도시명

▪ 베이징

▪ 선전

▪ 상 파울로

▪ Beijing Mass Transit 
Railway Operation Corp
– 시 소유 지하철 운영사
– 14개 노선 운영

(’69년~)

▪ Beijing MTR Corp
– MTR Corp과 시정부, 기타

공공기관1과의 JV 수립
– BOT2 방식으로 운영 및 관리 전담
– 3개 노선 운영 (’06년~) 

▪ Shenzhen Metro Group 
(SZMC)
– 시 소유 지하철 운영사
– 4개 노선 운영 (’04년~)

▪ MTR Corporation(Shenzhen) Limited
– MTR Corp의 자회사인 MTR 

Corporation(Shenzhen Limited) 
가 입찰에 참가, 운영권 획득

– BOT2 방식으로 운영 및 관리 전담
– 1개 노선 운영 (’10년~) 

▪ Companhia do 
Metropolitano de São Paulo
– 시가 소유 지하철 운영사
– 4개 노선 운영 (’74년~)

▪ ViaQuatro
– 브라질 인프라 운영회사 CCR이

주축이 되어 기타 개발회사3 로
구성된 컨세션이 입찰에 참가, 
운영권 획득

– 1개 노선 운영 (’10년~) 

기존 운영사 신규 운영사

1 Beij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Company Limited and Beijing Subway Operation Company Limited
2 Build–operate–transfer
3 Montgomery Participações, Mitsui & Co., RATP Development, and Benito Roggio Transporte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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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경우, 최초 운영사인 Tokyo Metro와 Toei의 합병이 논의되고 있음

…최근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Toei Subway는 시민의 편리성 증대 및 지하철 운영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쿄 시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Tokyo 최초의 지하철 운행

Tokyo Metro의 전신 TRTA 설립

Toei 설립

TRTA의 민영화 착수; 
Tokyo Metro로 사명 변경

Toei 창설 이래 최초 적자 운영 (32억엔)

도쿄시장 발의로 통합 논의 시작

Toei 지하철 운행 시작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음

1927

1941

1943

1960

2004

2006

2010

현재

도쿄 시정부는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편익
증대 및 운영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낮은
수익성이 예상됨에도 Toei를 설립하였음

– 도쿄 메트로 전문가

정부
(교통부
)

▪ Toei의 3~4000억 엔의 채무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
견지

도쿄
시정부

▪ Tokyo Metro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대주주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짐

Tokyo
Metro

▪ 통합이 될 경우 매출 및 수익성
하락이 예상됨으로 부정적임

그러나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본격적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음

▪ 매출 및 수익성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짐

Toei

도쿄
시정부

▪ 공익성 증대 (지하철 이용가격
통일화 및 환승 편리화) 및 Tokyo 
Metro의 Best practice 공유를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해외 운영사 벤치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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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지하철 개발이 이루어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다수의 운영사에 의해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지하철 발전과정

2013

1971

제 1기 지하철

1990
제 2기 지하철

현재 운영 현황

노선 수
연 수송
인원 수

역
수 길이

▪ 4 ▪ 15.1억 ▪ 120 ▪ 137.9km

▪ 4 ▪ 9.2억 ▪ 157 ▪ 162.2km

신분당선 개통
2011

지하철 9호선 개통
2009

▪ 1 ▪ 1.2억 ▪ 25 ▪ 27km

▪ 1 ▪ 0.3억 ▪ 6 ▪ 17.3km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서울시 산하 양 운영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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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2011~
2012)

특히 서울시 산하 양 운영사의 경우, 대 승객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양 운영사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

양 운영사 간 시너지 – 서울시 산하 양 운영사 현황

서비스
수준

안전성

1 열차가 정시에 (5분 지연 이내) 도착하는 비율 (%).
2 Pax-km/Place-km. 수송 승객의 총 이동거리/객차 탑승가능 인원의 총 주행거리
3 부상/사망자 발생 사고
4 2014~2017년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메트로 수준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

연간
사상사고3

스크린도어
설치유무

정시성
(%)1

러시아워
운행간격
(초)

혼잡도
(%)2

99.9 99.9 98.5

150 120 120

52 30 48

1 3 3

76

281

-16EBIT
(%)

부채비율
(%)

지원금 비율
(매출대비 %)

0

43

21

13

122

16

99.9

150

36

1

11

194

-34

전역사 설치됨 일부 설치됨 일부 설치됨전역사 설치됨

▪ 고객 서비스 수준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

▪ 재정 건정성 (특히
운영이익률) 
측면에서는 적자폭이
커서 추가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두 운영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운수
사업에서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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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본 원칙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서울시는 양 운영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직적/업무절차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시너지 성과를 모니터링 및 관리함

5

▪ 양 운영사는 실행의 우선 순위 및 최적의 조직 운영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단기적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실천하고, 장기적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실행 계획을
수립함

4

▪ 시너지로 인한 경영 개선 효과 뿐 아니라 양 운영사 협력에의 장애물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실행의 우선 순위를 선정함

3

▪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다양한 조직 운영 옵션을 고려하여, 각 개선안 별 최적의
조직 운영 방법을 도출함. 다만, 양공사 완전 일원화는 이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 과다 및 양공사의 상이한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

▪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 측면에서 양 운영사 간 시너지 창출 동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전체적/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기회를 도출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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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운영사 간 협력에 의한 추가적 시너지 창출 기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음

시너지 기회 분야 세부 Levers

매출 증대

국내외 철도사업 공동
추진/운영

비용 절감

중복 업무 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화

공동 발주를 통한 구매 비용
절감

▪ 본사 조직 공동 운영

▪ 현업 조직 공동 운영

▪ 저장품 공동 구매

▪ 전동차 공동 구매 (Rolling-stock)

▪ 전로 설비 공사 공동 발주

▪ 선로 설비 공사 공동 발주

▪ 부대 수익 사업 공동 추진

▪ 성과 목표의 비용효율적 달성에 최적화된 성과 지표의 설계▪ 국내외 철도 사업 공동 추진

▪ 부동산 및 지하아케이드 개발 공동 추진 및 역량 개발

매출 증대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시너지 기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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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시너지

협력
시너지

설명

▪ 양 공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시너지 창출 가능. 예시,
– 구매 및 외주 시, 통합 발주로 인한 추가적 가격 할인 효과
– 비운수 사업 추진 시, 관련 민간 협력 업체에 대한 협상력 증대

▪ 일원화 운영으로 인해 동일 업무 혹은 역할을 하는 자원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측면의 시너지 창출 가능. 예시,
– 동일 업무 수행 조직/인력 간소화
– 중복 시설 등의 유형자산 간소화 (예. 사무 공간 공유, 직원

교육 시설 공유 등)

▪ 양 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나 유관 업무 수행 시, 
간소화/통일화 된 업무 절차 및 빠른 의사결정에 기반한 업무
효율성 증대. 예시,
– 공동 추진 신 사업에 대한 투자/수익 배분 조율 과정 불필요

▪ 사업 운영 및 신규 투자/개발 추진 시, 양 공사 차원의
거시적/종합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자원의 최적화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예시,
– 공동 R&D 추진 시 양 운영사의 상대 우위 부분에 집중
– 비용/공간/인근시설연결 면에서 최적화된 역세권 개발 가능

▪ 각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노하우의 상호 공유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양 공사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극대화함. 예시,
– 도철의 신규 시스템 운행 기술 (1인승무/무인운전)
– 메트로의 대규모 지하 상가 운영 노하우(예. 강남역)
– 공통 시설물 (예. 역 내 승강기) 유지보수 기술 공동 연구

시너지 창출 동인 (Source of synergy)

[Back-up] 양 운영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회가 존재함

Best Practice 
(BP) 공유

자원의 최적 사용

업무 프로세스
/ 체계 단일화

중복 자산 간소화

규모의 경제 효과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시너지 기회 도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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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시너지 창출 기회를
조사함 (1/2)

비용

시너지 창출 기회 예시

▪ [선로설비] 같은 시기 투자 예정인 동일 선로설비 공사 (예. 
승강편의시설 공사) 공통 발주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 [전로설비] 같은 시기 투자 예정인 동일 성격의 전로설비
공사 (예. 계전연동장치 등) 공통 발주를 통해 비용 절감
가능

▪ [저장품] 
– 양 운영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일 업체에서

구매하는 저장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 향후 양 운영사 간 전동차 및 시스템의 사양이 통일될

경우 비용 절감 기회 확대 가능함
▪ [전동차 구매] 

– 양 운영사의 신규 전동차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 향후 공동 R&D를 통한 비용 절감 기회 확대 가능함

시너지 영역

구매

시너지 동인

▪ 규모의 경제
효과

▪ 업무 단일화

▪ [Back-office] 본사의 재무, HR, 법무, 홍보 등의 분야에
대하여 중복 업무 통합에 의한 인력 감소 가능

▪ [역무] 환승역에서의 역무 최적화로 인한 필요 인력 감소
가능

▪ [차량 중정비] 양 운영사 중정비기지 운영 최적화를 통한
기지 통폐합 혹은 물량 조정 및 타 운영사 물량(예. 경전철, 
9호선 등) 위탁 중정비를 통한 추가 매출 가능

▪ [통합 관제 운영] 양 운영사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Supervisor, 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원 인력 감소 가능

▪ [콜센터 통합 운영] 메트로, 도철 및 메트로 9호선의 통합
외주 운영을 통한 내부 인력 절감 가능

인건비

▪ 중복 자산
간소화

▪ 업무 단일화

▪ BP 공유

▪ 자산의 최적
사용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시너지 기회 도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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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시너지 창출 기회를
조사함 (2/2)

매출

시너지 창출 기회

▪ [상가운영] 
– 브랜드 매장 및 네트워크 임대 확대를 위한 협상력

증대
– 상점 구성 최적화 등 운영 노하우 공유로 인한

수익성 증대
▪ [광고사업]

– 대기업 대상 광고 유치 용이성 증가
– 광고 대행사에 대한 협상력 증대

▪ [직영사업]
– 홍보/마케팅 및 관련 협력 업체 관리 역량 증대
– 고객 편의 증가 (예. 양 공사 전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시너지 영역

비운수
사업

시너지 동인

▪ 규모의 경제
효과

▪ 업무 단일화

▪ BP 공유

▪ [철도운영 사업] 철도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로
인한 해외 운영사 대비 경쟁력 증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규모 증대
– 양 공사 간 노하우 공유

▫ 메트로의 운영 노하우/트랙레코드/사업수행경험
공유

▫ 도철의 일부 신 운영 시스템(예. 1인/무인 승무
운영)에 대한 기술력 공유 및 유휴 인력 활용1

철도운영
사업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시너지 기회 도출

1

▪ 규모의 경제
효과

▪ 자원의 최적
활용

▪ BP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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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기회 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협력의 수준을 파악함

시너지 창출 동인

자원의 최적 사용

중복 자산 간소화

규모의 경제 효과

장애물/리스크

▪ 공동 구매/투자 (선로/전로
설비공사, 전동차 공동구매 등)

▪ 본사 Back-office 일원화 운영
▪ 통합 관제 운영
▪ 차량 중정비 일원화 운영 등

▪ 공동 R&D 혹은 철도 사업 공동
추진 시 양 운영사의 상대적
우위에 집중

▪ 장기적 추진이
어려움

▪ 공동 예산
책정/집행 및 업무
추진 시, 상이한
정책/업무체계로
인한 업무 지연
발생 가능

▪ 양 운영사 간 공동
운영에 대한 의견
조율 필요. 예.
– 수익/비용 배분
– 양 운영사 간

지휘 체계 및
인력 운영

시너지 창출 기회 예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협력의 수준

비통합 협력체계 구축
(TFT, 협의체 등)

운영주체 일원화
(공동조직 / 공동
자회사 설립 / 위탁 등) 완전 일원화

▪ 초기 일원화 비용
(예. 업무체계/ 
조직구조/ 시스템
통합 등)

▪ 일원화 인력
운영으로 인한
리스크

업무 프로세스
/ 체계 단일화

Best Practice 
(BP) 공유

▪ 통합 관제 운영
▪ 통합 콜센터 운영 등

▪ 공동 R&D 혹은 부대수익사업
공동추진 시 양 사 역량 공유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조직 운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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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개선안 별 업무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 협력의 수준이
상이함

1 위탁 없이 역장을 공유하는 방법도 가능함 (단, 양 운영사 간 상이한 업무 체계 및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완전 일원화

기능별
부분 조직
공동 운영

공동
자회사
운영

공동 TFT
구성

상시 공동
협의체
구성

위탁 /이관
운영

부분
통합
(기능별
운영
주체
일원화)

비통합
협력
체계
구축

옵션
협력
수준 설명 해당 분야 특성 적용 가능 개선안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단일 지하철운영공사로 일원화

▪ 조직 구조, 시스템/인프라
등이 완전히 일원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공동 구매 (전동차, 전로설비, 
저장품)

▪ 조직 일원화 (모든 Back-office, 
및 일부 기술/영업 인력)

▪ 양 공사가 기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중복 업무를 부분 기능 단위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
운영

▪ 양 운영사 간 업무가
중복되고 타 업무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

▪ 일부 Back-office 통합 운영
(예. 홍보, 법무, 재무/인사
일부 업무 등)

▪ 특정 사업(예. 비운수 신사업 등)을
위한 양 공사 공통 투자/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후 프로세스
통합하여 운영

▪ 현재 조직의 업무 절차 및
인사 제도 등에 의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자회사
설립이 필요한 경우

▪ 비운수 부대사업 자회사 운영
▪ 철도 사업 자회사 운영

▪ 일시적/비정기적 공동 사업 추진
필요 시, 양 운영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 조직 구성

▪ 단기적 업무 중, 양 운영사 간
업무 내용/절차가 상이하여,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 상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 철도 사업 (프로젝트 단위)
▪ 공동 구매 (선로설비공사, 

전동차/시스템 통일 전 일부
전로 설비공사 등)

▪ 정기적 업무 조율(예. 공동 구매
추진, 환승역 수익 배분)이나, 
기술/운영 상의 BP 공유, 공동
R&D 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양 운영사 간 업무가
연계되어 있고, 업무 절차
조율이 필요 없는 경우

▪ 일부 저장품 공동 구매 (예. 
차륜, 윤활유 등)

▪ 공통 R&D (예. 전동차 사양
통일 등)

▪ 양 운영사의 공통 업무를 한
운영사 혹은 제 3의 외부 기관에
위탁/이관 운영

▪ 양 운영사의 업무 내용 및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고, 타
업무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

▪ 통합 관제 운영
▪ 콜센터 통합 운영
▪ 환승역 위탁 운영1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조직 운영 옵션

상세 내용 후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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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전략/정책의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양 운영사 간 완전 일원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비통합 협력 체계 부분 통합 운영/자회사 위탁 운영 일원화 조직 예시

기능별 운영주체 일원화

경영진 경영진

현업 현업

경영진 경영진

현업/자회사

경영진 경영진

현업

[일원화 조직 예시]

경영진

현업 자회사
위탁

100%50%50%

경영진 경영진 서울시

위탁/이관

100%

[통합운영사]

현업1

경영진

현업2 자회사

▪ 완전 일원화가 필요한 경우
– 전략/정책의 통일성이 요구될 때
–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
– 인력/자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될 때

▪ 예. 전동차/시스템 통일, 본사 통합

▪ 구매(시스템/전동차
통일 필요한 것들)
– 전동차
– 전로설비
– 저장품

▪ 조직
– Back-office
– 역무, 승무
– 전동차

중정비 등

공사/
공단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조직 운영 옵션

별도의 조직 구성 없이
각 운영사의 해당 조직
간 정기/비정기적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

양 운영사 간
공통적이고
Transactional 한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공동
조직 구성/운영

조직 운영 옵션 별 거버넌스 체계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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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용이성과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시너지 기회 별 실행 시기를 선정함

조
직

운
영

방
법

완전
일원화

부분
통합

비통합
협력
체계
구축

단기적 중기적

실행 시기

1 재무, HR, 법무, 홍보 등 2 철도운영사업, 부대사업 등

콜센터 공동 운영

선로 설비 공동 발주

일부 저장품 공동 구매

장기적

환승역 역무 공동 운영

일부 전로 설비 공동 발주

통합 관제 운영

차량 중정비 공동 운영

신사업2 공동 추진

본사 완전 일원화 운영
(현장 운영 통합은 선택적)

일부 Back-office1 공동 운영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실행의 우선 순위

전동차 공동 구매

전로설비/저장품
공동 구매/발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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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공동 구매 시너지 우선 실행 순위 도출

공동 구매 시너지

실행
용이성1

기대효과3

연간, 억 원

선로 설비
공동 발주

전동차
공동 구매2

저장품 공동 구매2

A

B
전로 설비
공동 발주2

A
단기적
추진

B
중장기
적
추진

▪ 선로설비
공동 발주

▪ 전로설비
공동 발주

▪ 전동차
공동 구매

▪ 저장품
공동 구매

항목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실행의 우선 순위

3

1 실행 용이성: 양 운영사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원 요구 정도 : [비용] 시스템, 시설 등 투자 / [프로세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프로세스 조정 / 
[운영] KPI 및 보상체계 조정, 인력 조정 등

2 향후 양 운영사 간 전동차 및 시스템의 사양이 통일될 경우 기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3 기대 효과: 양 운영사 협력을 통한 비용 절감액 (구매의 경우, 4년 기준으로 시너지 기회 및 비용 절감액 파악하였으며 이를 연간 절감 가능액으로 환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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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구매 시너지의 경우 단기적으로 선로설비 및 전로설비 공동 발주, 
저장품 공동구매 및 장기적으로 전동차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함

1 L: 10억 원 이하, M: 10억 원 ~ 50억 원, H: 50억 원 이상
2 과거 다른 시스템 하에서 저장품 공동구매 시 양 운영사 독립적 구매 진행시의 2~3배의 시간 소요되었음

단기적
추진
(2)

A

기대효과1

연간, 억 원항목 실행 용이성

▪ 28▪ 선로설비 공동
발주

▪ 단기적으로 양 운영사에서 추진하는 동일 성격의 선로 설비 공사가 다수
존재함 (예. 승강편의시설 공사 4년간 약 1,750억 원 예정)

▪ 현 시스템 하에서도 공동 발주를 낸 후 해당 운영사가 독립적으로 관리감독
및 시공이 가능함

▪ 공동구매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운영사가 공동 발주를 계획하고
진행하게끔 하는 KPI 및 보상체계 필요함

H

▪ 4▪ 일부 저장품
공동구매 (예. 
차륜 등)

▪ 양 운영사의 구매예산 수립 및 상세 물품 구매 계획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동일 시기에 공동 구매 가능한 물량이 적음

▪ 현 시스템 하에서 발주 과정에서만 협력할 수 있으며, 차후 프로세스를
통일하여 번거로운 사전 절차 (예. 발주서 작성, 의견 조율) 조정이 필요함2

▪ 양 운영사 전동차의 현 Spec 차이로, 공동구매 가능한 부품의 수가
제한적이나, 차후 공동 R&D 등으로 차량 Spec 통일화될 경우 부품의 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H

중장기
적 추진
(2)

▪ 15+▪ 전동차 공동
구매

▪ 양 운영사의 구매 계획이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일 시기에 공동 구매
가능한 물량이 단기적으로 없고, 내구연한 증가로 인해 투자 계획 지연됨

▪ 양 운영사의 구매 전동차의 공통 Spec 정도가 낮아 (~35%) 공동구매
효과가 매우 적음 (현 수준 2.7%)

▪ 현 시스템 하에서 양 운영사 공동 발주를 계획하고 진행하게끔 하는 KPI 및
보상체계 필요함

B
L

47+▪ Total

M

H

▪ 전로설비 공동
발주

M▪ 0.5L

L

▪ 양 운영사의 공사 예산수립 및 계획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동일 시기에
공동 발주 가능한 공사 수가 많지 않음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실행의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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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조직 협력 시너지 우선 실행 순위 도출

조직 협력 시너지

실행
용이성1

기대효과3

연간, 억 원

차량 중정비
공동 운영

비운수 사업
공동 운영2

Back-office 공동
운영 (일원화)

콜센터 공동 운영

1 실행 용이성: 양 운영사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원 요구 정도 : [비용] 시스템, 시설 등 투자 / [프로세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프로세스 조정 / 
[운영] KPI 및 보상체계 조정, 인력 조정 등 2 비운수 사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향후 기대효과가 커질 수 있음

3 기대 효과: 양 운영사 협력을 통한 비용 절감액 (구매의 경우, 4년 기준으로 시너지 기회 및 비용 절감액 파악하였으며 이를 연간 절감 가능액으로 환산하였음) 
4 일부 Transactional한 업무의 경우 완전 통합 없이 중기적 추진 가능

B
중기적
추진 ▪ 환승역 역무

공동 운영

▪ 콜센터 공동
운영

▪ 관제 공동
운영

▪ 비운수 사업
공동 운영

항목

B

환승역 역무 공동 운영

관제 공동
운영 ▪ 차량 중정비

공동 운영

▪ Back-office 
공동 운영4

C
장기적
추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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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조직 협력 시너지의 경우 단기적으로 콜센터 공동 운영을 추진한
후, 중장기적으로 기타 조직의 공동운영을 통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함

1 현재 1-7호선, 2-5호선은 연결되어 있음
2 특정 기능(예. 재무, HR, 법무, 홍보 등)의 일부 Transactional한 업무는 부분 공동 운영 가능함

기대효과
연간, 억 원항목 실행 용이성 (장애물 존재 여부 및 극복 가능성)

중기적
추진
(4)

B

305+▪ Total

▪ 90▪ Back-office2

공동 운영
▪ 새로운 공동 시스템 투자가 필요함
▪ 모든 내부 규정 및 지휘 체계 등의 변화가 필요하며, 초기적인 완전

일원화의 모습으로서 가장 최종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임. 

LH

▪ 51▪ 공동 관제
운영

▪ 새로운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나,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 있음 (2년 내 실행 예정)

▪ 약 110명 수준의 인력 조정이 예상됨

MH

▪ 환승역 역무
공동 운영

M▪ 13 ▪ 공동 관리로 인해 역무 관리 인원이 감소할 경우, 시민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음 (예. 민원센터 한 곳 운영에 따른 불편함 등)

M

▪ 20▪ 비운수 사업
공동 운영

▪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양 운영사의 내부 규정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예. 임대 규정 등)

MM

▪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음▪ 8▪ 콜센터 공동
운영

HL

▪ 123▪ 차량 중정비
공동 운영

▪ 전동차 차이에 따른 연결선로 및 유치선 등의 제한에 따른1 시설/장비 등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 양 운영사의 서로 다른 전동차 Spec에 적합한 시설 및 개별 장비 투자 필요함

H M장기적
추진
(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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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Back-office의 일부 Transactional 한 업무에 대해 양 운영사
간 부분 조직 공동 운영이 가능함

재무
▪ 일반 회계
▪ 법인제세 신고, 납부
▪ 비유동자산 취득 및 처리

▪ 부채대책 관리
▪ 자금조달 및 운용
▪ 서울시 출자금 수령 및

관리

HR ▪ 임직원 기록 관리
▪ 급여 지불
▪ 복지 관리 및 지원

▪ 채용 및 배치
▪ 인사관리 및 급여 관리
▪ 성과 관리

▪ 법률 자문소송
▪ 등기 업무

▪ 정관 및 사규 관리
법무

예시적

일부 Back-office 기능별 부분
조직 공동 운영 가능 예시

장기적 본사 완전 일원화
운영이 필요한 기능 예시

홍보
▪ 홍보물 제작
▪ 사회공헌활동
▪ 언론 보도 및 대응

▪ N/A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실행의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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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양 운영사의 적극적 실행 의지와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관리감독이 필요함

장애물 극복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서울시 및 양 운영사의 역할

선로 설비
공동 발주

전로 설비
공동 발주

전동차
공동 구매

양 운영사

▪ 예산 동시 편성 및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공동 발주 기회 확대

▪ 부서/인력 및 KPI 조정을 통한 공동
발주 동인 증대

▪ 예산 동시 편성 및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공동 발주 기회 확대

▪ 부서/인력 및 KPI 조정을 통한 공동
발주 동인 확대

▪ 공동 R&D 진행을 통해 양 운영사
간 전동차 Spec. 일원화

▪ 예산 동시 편성 및 집행 시기
조정을 통하여 공동 구매 기회 확대

▪ 단기적으로 전동차/시스템 일원화
없이 가능한 공동구매 기회 도출

▪ 중장기적으로 공동 R&D 진행을
통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 기회 확대

▪ 부서/인력 및 KPI 조정을 통한 공동
구매 동인 증대

서울시

▪ 공사 심사 시, 평가 항목에 양
운영사 협력 여부 포함

▪ 공사/용역에 대한 평가/관리 감독
체계 조정 (복수 개의 공구 단위
발주에 대한 평가 가능하도록 조정)

▪ 공사 심사 시, 평가 항목에 양
운영사 협력 여부 포함

▪ 공사/용역에 대한 평가/관리 감독
체계 조정 (복수 개의 공구 단위
발주에 대한 평가 가능하도록 조정)

▪ 전동차 통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양 운영사에 장기적
KPI 부여 및 R&D/예산 지원

▪ 구매처 다변화를 위한 행정/법규적
지원 제공

▪ 장기적으로 전동차/시스템 통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양
운영사에 장기적 KPI 부여 및
R&D/예산 지원

저장품
공동 구매

항목
구매 시너지
Barrier 및 risk

▪ 양 운영사의 예산
편성 내용 다름

▪ 양 운영사의 예산
집행 시기 다름

▪ 양 운영사의 구매
시너지 창출 동인이
매우 약함

▪ 장기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모니터링/장치
미존재

▪ 양 운영사 및
서울시의 관리감독
인력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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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서울시 주도하에 적극적 투자 및 양
운영사간 상이한 업무절차, 성과 관리 체계 및 조직 문화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1/2)

장애물 극복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서울시 및 양 운영사의 역할

항목
조직 협력 시너지
Barrier 및 risk

▪ 조직 일원화 시
대규모의 시설/장비, 
운영 시스템 등 추가
투자 필요함

▪ 양 운영사의 현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및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상이

▪ 양 운영사의
부서/개인의 KPI, 
급여 수준 등 상이

▪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
조직일원화 어려움

▪ 전면적인
조직일원화 시 기
근로자들의 반발
예상됨

비운수 사업
공동 운영

공동 관제
운영

콜센터 공동
운영

서울시

▪ 향후 부대사업 자회사 설립
혹은 국내외 철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적극
제공

▪ 서울시가 주도하여 제 3의
공단 혹은 자회사 설립 통한
통합 주도

▪ 공동 관제 시스템 구축 예산
책정 및 집행

▪ 서울시가 제 3의 공단 혹은
자회사 설립 통한 통합 주도

▪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 등
구축 예산 책정 및 집행

양 운영사

▪ 세부 업무 절차 및 내부 규정
일원화 (예. 임대 규정 등)

▪ 투자/수익 분배에 대한 원칙
수립/합의

▪ 관련 인력 외부 이관 시, 처우
조정에 대한 합의

▪ 유관 업무(예. 승무 등)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통일화

▪ 세부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통일

▪ 관련 인력 외부 이관 시, 처우
조정에 대한 합의

▪ 세부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통일

▪ 관련 인력 외부 이관 시, 처우
조정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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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서울시 주도하에 적극적 투자 및 양
운영사간 상이한 업무절차, 성과 관리 체계 및 조직 문화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2/2)

장애물 극복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서울시 및 양 운영사의 역할

항목
조직 협력 시너지
Barrier 및 risk

▪ 조직 일원화 시
대규모의 시설/장비, 
운영 시스템 등 추가
투자 필요함

▪ 양 운영사의 현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및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상이

▪ 양 운영사의
부서/개인의 KPI, 
급여 수준 등 상이

▪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 조직
일원화 어려움

▪ 전면적인 조직
일원화 시 기
근로자들의 반발
예상됨

환승역 역무
공동 운영

완전 일원화

차량 중정비
공동 운영

Back-office 
공동 운영

서울시

▪ N/A

▪ 기 현업 인력에 대한 협상력
증대를 위한 여러 방안 확보

▪ 법규, 행정적 절차 등 검토 및
지원

▪ 초기 일원화 비용에 대한 지원

▪ 향후 타 운영사 위탁 물량 조정
및 확보 지원 (예. 9호선 및
경전철 등)

▪ 연결선로, 유치선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승인

▪ 기능 단위 부분 통합의 경우, 제
3의 공단 혹은 자회사 설립
주요/지원

▪ 법규, 행정적 절차 등 검토 및
지원

양 운영사

▪ 세부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통일화

▪ 공동 운영 후 유관부서 협력
프로세스 재설계

▪ 모든 조직, 시스템, 세부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조율/일원화

▪ 초기 투자비용 (예. 시설, 장비
등) 파악 후 예산 금액, 시기
책정 및 서울시 등에 지원 요청

▪ 차량기지 중정비 물량 조정 및
최적화

▪ 세부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통일화

▪ 업무 시스템/IT 통일화
▪ 세부 업무 절차 (예. 업무 체계, 

지휘 체계, 내부 규정 등) 통일
▪ 본사에 대한 완전 일원화의

경우, 정책/인사제도/조직구조에
대한 전면적 일원화 필요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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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운영사의 현재 조직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동 구매 위주로 시너지
창출

일부 조직의 공동 운영

양 운영사 조직일원화

양 운영사 간 완전 일원화에의 장애물 및 필요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 단계적 협력

시너지
창출
기회

▪ 구매
– 선로설비 공동 발주
– 저장품 공동 구매

▪ 조직 완전 공동 운영
– 본사 및 현업 운영 조직

▪ 구매
– 전로설비 공동 발주
– 전동차 공동 구매

▪ 부분 조직 공동 운영
– 예. 관제, 콜센터, 환승역무, 

차량 중정비, Back-office 일부

서울시
역할

▪ 양 운영사 협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예. 
예산/발주용역 심사 시 양 운영사
협력 여부 평가 반영)

▪ 공동 발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공

▪ 기능 조직 단위로 공동 운영 주도
(예. 서울시 산하 제 3 공사/공단
설립 등)

▪ 통합 시스템, 시설/장비 등 투자
지원/승인

▪ 통합 초기 비용 조달
▪ 법규, 행정적 절차 등 검토
▪ 필요시 인원조정 및 재배치에 대한

협의 및 관련 리스크 극복 방안 도출
▪ 통합에 대한對시민 커뮤니케이션

양
운영사
역할

▪ 예산 편성 및 발주 시기 상호 조정
▪ 관련 인력 KPI 개선을 통한 공동

구매 시너지 창출 극대화

▪ 운영방법, 내부규정 및 유관
부서와의 업무 절차 통일

▪ 장기적 관점에서 전동차/시스템
통일화를 위한 공동 R&D 추진

▪ 모든 운영 조직, 업무절차, 
내부규정에 대한 통일

예시적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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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운영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기회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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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운영사 간 협력에 의한 추가적 시너지 창출 기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음

시너지 기회 분야 세부 개선안

매출 증대

국내외 철도사업 공동
추진/운영

비용 절감

중복 업무 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화

공동 발주를 통한 구매 비용
절감

▪ 본사 조직 공동 운영

▪ 현업 조직 공동 운영

▪ 저장품 공동 구매

▪ 전동차 공동 구매 (Rolling-stock)

▪ 전로 설비 공사 공동 발주

▪ 선로 설비 공사 공동 발주

▪ 부대 수익 사업 공동 추진

▪ 성과 목표의 비용효율적 달성에 최적화된 성과 지표의 설계▪ 국내외 철도 사업 공동 추진

부동산 및 지하아케이드 개발 공동 추진 및 역량 개발

III

I

II

7

8

1

2

3

4

5

6

매출 증대

양 운영사 간 시너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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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주를 통해 2017년까지 총 약 190억 원의 구매 비용 절감 기회가 존재함

114

60

2

15

191

▪ 공동 구매

총 기대효과

선로설비공사

전동차

I

양 운영사 간 잠재적 시너지 창출 기회 (2014~2017)

▪ 양 운영사가 공통적으로 투자/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물량을
통합하고 공동 발주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선로설비공사 공동 발주를 통해 약 114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됨
▫ 양 운영사의 공통적 투자 계획: 약 ~1,900억 원

- 편의승강시설 신규 설치 토목 공사, 소방설비 및
화장실 확충공사 등

▫ 통합 발주 시 예상 비용 절감율: 약 6.75% (1.25%)
- 현재의 10~50억 원 규모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증대

시, 법적 가격 하한율1이 약 6.75%하락하며, 50억
원~100억 원으로 증대 시 1.25% 하락함

– 향후 4년간 전동차 공동 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최대 약 60억 원)
▫ 구매 계획 상 약 4,650억 원의 전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나 실제 구매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 존재
- 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 전동차 수명이 연장됨
- 신규 구매보다 중수선을 통한 수명 연장 계획 중

▫ 공통적 구매 기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공동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임
- 양 운영사의 전동차 간 Spec이 상이함
- 국내 철도 시장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1)양 운영사 전동차 Spec 통일화, 

(2)구매처 다변화 노력 필요함

– 전로설비공사와 저장품의 경우, 양 운영사 간 공통적 투자
계획이 거의 없거나 Spec 차이로 인해 공동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기회가 제한적임 (총 약 ~17억 원)

1

2

1

2

세부 설명

전로설비공사3

3

구매 공동으로 인한 예상 비용 절감액

억 원

4

저장품4

총 비용 예상 비용 절감액

▪ 신사업 공동 추진으로 인한 매출
증대

III

1 지방계약법에 의한 적격심사제도 낙찰가 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본사 중복
업무 조직
간소화
현업 조직
공동 운영

▪ 일부 조직
공동운영

II
5

6

비용 절감 – 구매 시너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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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양 운영사의 공동 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 초기적

설명 도시철도 메트로 양 공사 합

공동구매 가능
대상 금액
억 원

예상 할인율
퍼센트

전동차량1

2 ▪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 ▪ 1,440 ▪ 3,210 ▪ 4,650 ▪ 2,240
(’17년
발주물량
기준)

▪ 2.7% 
(제조원가
고정비 기준)

▪ 60

선로 설비

1 ▪ 지하철 선로설비 취득
(토공, 궤도, 터널, 
선로제설비, 
정차장설비 – 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 1,320 ▪ 4,960 ▪ 6,280 ▪ 1,750
(승강편의시
설
설치공사)

▪ 185
(소방 및
화장실공사)

▪ 6.5%
(100억 원~ 
공사확대 시
낙찰하한율
차)

▪ 1.25%
(50억 원~ 공사
시 낙찰 하한율
차)

▪ 110

▪ 2

전로 설비

3 ▪ 지하철 전로설비 취득
(통신, 신호, 전기보완, 
전력선 및 기타
부대설비)

▪ 1,330 ▪ 2,520 ▪ 3,850 ▪ 180
(전로설비
중
단일설비)

▪ 1.25%
(50억 원~ 
공사확대시
낙찰하한율
차)

▪ 2

저장품

4 ▪ 소모품, 소모
공기구품, 수선용부품
구매 (예. 차량부품, 
궤도시설부품, 
기계설비부품 등)

▪ 1,020
– 차량부품

820
(80%)

– 기타부품
200 
(20%)

▪ 2,130
– 차량부품

760 (36%)
– 기타부품

1,370 
(64%)

▪ 3,150
– 차량부품

1,580 
(50%)

– 기타부품
1,570 
(50%)

▪ ~370
(1,580*30%*
50%+140)
차량부품 중
유통구매액
50% 수준 및
차륜구매액

▪ 4% 
(과거 실적치)

▪ 15

절감 가능
금액
억 원

향후 4년간 예산 (2014~2017)
억 원

▪ 5,110 ▪ 12,820 ▪ 17,930 ▪ 4,725 ▪ ~191총합

1 신규구매 계획예정 전동차대수 * 량당 단가 (12억 원)

비용 절감 – 구매 시너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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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 양 공사 구매 시너지 창출 기회

2017년까지 약 4,700억 원의 투자/구매 계획 건에 대해 양 공사 간 공동 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매 시너지 기회 도출 절차

설명

▪ 양 공사의 세부 분야별
투자/구매 계획 분석을 통해, 양
공사의 공동 투자/구매 기회를
일차적으로 포착함
– 전동차 구매, 선로 설비 투자, 

전로 설비투자, 저장품 구매

▪ 양 공사의 공동 투자/구매
계획에 대해 최적의 공동 구매
방안을 도출하고, 대략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예측함

▪ 양 공사 공동 투자/구매
실행에의 장애물 (예. 규제, 
절차, 정책,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도출함

투자/구매
계획 검토

공동 구매
효과 분석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억 원

4,725

17,930

공동 구매
가능한
공통투자
금액

공동 구매
불가능한
공통투자
금액

각 공사
고유 투자
금액

총 투자
예정 금액

1,935

4,725

3701802,240

저장품 총합전로설비선로설비전동차

비용 절감 – 구매 시너지

Step 1:

Step 2:

Step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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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구매 유형에 따라 최적의 잠재적 공동 구매 방안이 존재함

상이

동일

동일 상이

구매처

구매품

3

1 2

현재 양 공사 구매
유형

잠재적 공동 구매
방안해당 물품/공사

▪ 동일품을 같은
업체에서 따로
구매 (각각)

▪ 계약 통합1 A▪ 일부 저장품
(예. 차륜)

▪ 동일품을 서로
다른 업체에서
구매

▪ 업체 단일화2 B▪ 선로 설비
공사 (예. 
승강 편의
시설) 

▪ 일부 전로
설비 공사

▪ 전동차▪ 다른 물품/ 
공사를 같은
업체에서 따로
(각각) 구매

▪ 세부 공통 구성품
직접 구매

▪ 구매 물품 통일화
(Spec 통일)

3 C

D

▪ 전로 설비
(일부 제외)

▪ 저장품
(일부 제외)

▪ 다른 물품을
서로 다른
업체에서 구매

▪ 구매 물품
통일화 후, 업체
단일화

4 B

D
+

비용 절감 기회 존재

비용 절감 – 구매 시너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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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사 고유
투자 계획

양 공사 공통적
투자 계획

선로 설비 투자의 경우 2017년까지 승강 편의시설 공사 등 약 2,300억 원의
공통적 투자 계획이 있음 상세 내용 후술

2014~2017 양 운영사 선로 설비 투자 계획
억 원

합계

6,280

4,010
(64%)

2,270
(36%)

4,960

3,860
(78%)

1,100
(22%)

1,320

150
(11%)

1,170
(89%)

주요 공사 유형 (예시적)
퍼센트

10%
5%

8%

77%

▪ 승강 편의시설
공사

▪ 화장실 확충/노후시설
개선 공사

도철 메트로

공동발주
가능 총액
억 원

양 공사 비중

1,750

240

170

44% 56%

89% 11%

62% 38%

▪ 소방설비 공사
(예. 스프링
쿨러)

▪ 고가 방음벽 교체/ 개선 (메트로 단독)

▪ 내진 성능 개선 (메트로 단독)

▪ 도상 개량 (메트로 단독)

▪ 노후 레일 교체 (메트로 단독)

▪ 기능실 신설/ 확장 (도철 단독)

공통 발주로
인한 시너지
기회 없음

▪ 곡선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공사

120 77% 23%

구매 (선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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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양 공사 선로 설비 투자 계획 (~2017) (1/2)
메트로

주관부서 14년 15년 16년 17년 종합

연도별 투자계획 , 억 원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토목건축처 8,400 16,743 36,200 42,900 104,243 ▪ 고가방음벽교체 및
성능개선

▪ 고가구간 방음벽 교체(콘크리트 h:2m→흡음형h:4m)

토목건축처 24,000 31,172 19,916 6,910 81,998 ▪ 내진성능 개선 ▪ 고가.교량구간 내진보강(지하구간은 미포함)

토목건축처 15,929 3,392 15,557 30,002 64,880 ▪ 이동편의시설
확충(2차)

▪ 승강편의 시설 확충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궤도신호처 3,000 12,700 12,700 12,700 41,100 ▪ 도상개량공사(4차) ▪ 내구연한이 초과된 자갈도상을 근본적 개량 열차 안전운행 확보

토목건축처 16,628 5,500 5,321 0 27,449 ▪ 이동편의시설
확충(1차)

▪ 승강편의 시설 확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토목건축사업소 3,500 3,500 3,500 3,000 13,500▪ 역사시설개선(교대
역)

▪ 교대역 환승통로 확장

토목건축처 ▪ 노후레일 교체 ▪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레일을 적기에 교체 열차 안전운행 확보 6,781 5,881 5,438 4,770 22,870 

토목건축처 ▪ 성수역 리모델링 ▪ 고가역사 전면리모델링 4,047 16,192 0 0 20,239 

궤도신호처 ▪ 옥수역 리모델링 ▪ 고가역사 전면리모델링 16,692 0 0 0 16,692 

궤도신호처 ▪ 분기기 개량 ▪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분기기를 탄성분기기 교체하여 탈선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2,872 6,700 2,500 3,920 15,992 

토목건축사업소 ▪ 본선환기설비 개량 ▪ 노후된 본선환기설비(송풍기 등 부대설비) 교체 및 기능실 개선(기계, 전기, 전축, 토목공사) 3,800 4,000 4,000 4,000 15,800 

기계전자처 ▪ 역사시설개선(시청1
역)

▪ 시청역 승강장 및 환승통로 확장, 출입구 승강편의시설개량 15,279 0 0 0 15,279 

사업개발처 ▪ 상가 운영체계 개선 ▪ 2014년 흑자경영 일조코자 역구내 기능실 등 유휴공간 재배치를 통한 신규상가 41개소를
개발

3,000 3,000 3,000 3,000 12,000 

기계전자처 ▪ 역사시설개선(서울
역)

▪ 서울역 대합실 및 환승통로 확장, 승강편의시설 설치 2,000 3,700 0 0 5,700

토목건축처 ▪ 화장실 확충 ▪ 지하철 역사 화장실 확충공사
–장애인 화장실 남, 여 구분설치
–여성화장실 대변기수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1이상
–화장실 내 각종 편의시설(파우더룸, 기저귀교환대 등 설치)

1,600 1,600 1,600 1,600 6,400 

기계전자사업소 ▪ 노후 승강설비 교체 ▪ 내용년수 도래 및 성능이 저하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교체 3,750 2,414 0 0 6,164 

토목건축처 ▪ 곡선승강장안전발판 ▪ 곡선승강장 연단에 자동식 안전발판 설치 297 297 1,040 1,040 2,674 

기계전자사업소 ▪ 소방설비 유지보수 ▪ 바닥유도등 개선
– 바닥유도등 교체 및 전원 분리

▪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치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 동파방지시설 설치
– s/p헤드 교체 및 보온재설치, 열선 설치

▪ 화재수신기 교체
– 노후 화재수신기 교체

1,383 1,120 0 0 2,503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교체
–적응성 있는 연기감지기로 교체

▪ 소방펌프 및 노후배관 교체
– 노후 소방펌프 및 배관 교체

▪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 승강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구매 (선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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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양 공사 선로 설비 투자 계획 (~2017) (2/2)
메트로 (continued)

주관부서 14년 15년 16년 17년 종합

연도별 투자계획 , 억 원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토목건축사업소 555 583 618 618 2,374 ▪ 냉난방설비 ▪ 역사 터보 냉동기(역사 냉방공급장치) 구매 설치 (대형역사 등에 사용) (역사환경개선 사업
시, 병행 시행)

궤도신호처 439 594 433 433 1,899 ▪ 위생 급배수설비 ▪ 노후 급수배관 교체
– 역사 노후급수배관 교체

기계전자사업소 1,200 450 0 0 1,650 ▪ 외부출입구캐노피 ▪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에 표준형 캐노피 설치
토목건축처 1,429 0 0 0 1,429 ▪ 역사 시설물

개선(고객안내부스)
▪ 고객안내부스 설치

기계전자사업소 1,317 0 0 0 1,317 ▪ 레일체결장치 개량 ▪ 레일체결 기능 상실 및 진동흡수력이 저하된 체결구를 탄성체결구로 교체 안전운행 확보
토목건축사업소 122 122 122 122 488 ▪ 기계설비 ▪ 해당 없음

도철

주관부서 14년 15년 16년 17년 종합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토목팀 21,000 14,000 11,400 2,700 49,100 ▪ 편의시설 보완공사 ▪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편의시설(E/S,E/L) 
신설

전기기계팀 5,063 5,215 5,371 5,532 21,181 ▪ 스프링클러 설치 ▪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전기기계팀 5,000 5,150 5,305 5,464 20,918 ▪ 편의시설 보완공사 ▪ 장기간사용으로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전기기계팀 2,229 3,469 3,574 3,681 12,953 ▪ 배수시설관련 개량공사 ▪ 배수펌프, 동력제어반 등 배수시설 전면 교체

토목팀 6,500 6,500 ▪ 편의시설보완공사
매칭(집행잔액)

▪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보완공사
집행잔액으로 승강편의시설(E/S,E/L) 신설

고객설비팀 4,100 1,000 1,000 300 6,400 ▪ 기능실 신설 · 확장공사 (건축, 
설비 공사)

▪ 여직원갱의실 신설
▪ 직원 침실 이전 및 개선

▪ 영업관리소 이전 및 개선
▪ 5678ⓘ행복미소 이전

1,792 전기기계팀 937 1,689 1,740 6,158 ▪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 오수펌프, 오수배관 및 mcc개량

건축팀 2,000 2,500 - - 4,500 ▪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 노후 및 혼잡,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고객편의 개선(법정사업)

전기기계팀 1,928 0 0 0 1,928 ▪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건축팀 300 300 300 300 1,200 ▪ 고소부위 마감재 시설개선 ▪ 전동차 진동에 의한 고소(高所)부위 타일탈락을 사전예방을 통하여 고객안전
확보

전기기계팀 318 481 0 0 799 ▪ 정화조 공기주입장치 설치 ▪ 수조 공기주입장치 설치

▪ 디지털전자감응식 도유기 설치궤도팀 295 295 ▪ 노후화 도유기 교체 설치

전기기계팀 67 69 71 73 280 ▪ 본선환기실 출입용 계단 설치 ▪ 본선환기구를 통해 본선환기실로 출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수직사다리를
원형사다리로 개량

전기기계팀 32 0 0 0 32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설치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이설 설치

구매 (선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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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두 지하철 운영사가 개별적으로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발주하여 평균 공사 규모가 작음

구매 (선로설비) – 공동 구매 효과 분석

각 운영사 공사 예시
(규모 기준)

2012

2011

▪ 각 운영사가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10억~50억
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해왔음

▪ 더 큰 규모
단위로 발주 시
비용 절감 기회
있음 (예.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등)

2010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 예시

도철 메트로

공사명 (예시) 공사 규모1

1 낙찰가 기준

공사명 (예시) 공사 규모1

▪ 25억▪ 광나루 외 1역 11공구 ▪ 33억▪ 2단계 1공구

▪ 31억▪ 2단계 2공구

▪ 60억▪ 장한평 외 9역 9공구 ▪ 22억▪ 1단계 14공구

▪ 42억▪ 행당 외 6역 10공구 ▪ 18억▪ 1단계 9공구

2009

▪ 28억▪ 신정 외 2역 6공구

▪ 17억▪ 1단계 12공구

▪ 56억▪ 송정 외 6역 5공구 ▪ 25억▪ 1단계 8공구

▪ 41억▪ 마곡 외 7역 2공구 ▪ 17억▪ 1단계 7공구

▪ 45억▪ 2단계 3공구▪ 17억▪ 신풍역 외 2역 13공구

▪ 11억▪ 봉화산 외 1역 12공구

연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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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영사의 물량을 통합하여 단일 계약을 체결 경우, 공사 발주 규모 증대에
의해 잠재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공정 구분
공사비 Breakdown
억 원

세부 항목
(예시)

▪ 굴착기
▪ 항타기
▪ 백호우
▪ 크락셔
▪ 덤프트럭
▪ 양수기 등

▪ 콘크리트
▪ 철근
▪ EV/ES 유닛
▪ 마감자재 등

예상 비용 절감율1

▪ 관리인력비
(감독비)

▪ 노무비

▪ 저장비
▪ 기타 관리비

▪ 장비 장기임대 및
리스를 통하여
장비 대여비 절감
가능

▪ 장비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장비
사용 가능함

▪ 재료 대량 구매를
통하여 재료비
절감 가능

▪ 감독 인력의
효율적 활용
통하여 인건비
절감 가능

▪ 야적장 공동 사용
등 통한 저장비 및
관리비 절감 가능

기타경비

인건비

재료비

장비
대여비

10%

10%

40%

40%

15~20%

~5%

20~30%

2~3%

총합 10~13%

70%

설치
공사

토목
공사

30%

세부 공정 (예시)

▪ 도로굴착 및
저장물 이설

▪ 토공 및 가시설
▪ 구조물공 및

방수공
▪ 되메우기 및

지장물 복구공
▪ 도로복구

▪ 장비 완성검사
▪ 인수검사 및

확인
▪ 장비 시운전
▪ 납품검수 및

개통

1 발주 물량 두 배 증대의 경우

구매 (선로설비) – 공동 구매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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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 준비

계약 체결

‘관급 공사’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및 기타 예규에 의한 제약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공동 발주 시 ~7%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승강편의시설
공사 추진
프로세스

예정가격 산정

주요 공사비
결정 단계 설명 비용 절감 가능성

▪ 예정가격 산정
– 발주 기관 (양

공사)이 자체적
혹은 용역을
통해 산정

– 서울시가 적정
여부1를 평가함

▪ 발주 기관 임의로 예정가격 결정 불가
–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품셈” 혹은
“실적 공사비2” 기준을 따라야 함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경쟁 및 낙찰 방법
(업체 평가 방법) 
결정
– 적격심사/최저가

낙찰제 및
수의계약 등

▪ 대부분의 경우, 적격심사 방식을 써야 함
– 안전/품질 문제로 인해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제’ 불가
– 승강편의시설 공사의 경우, 수의 계약

조건 (예. 유찰, 특허공법 등)을
충족하지 않음

▪ 업체 응찰 (공개
입찰)

▪ 입찰 업체 평가 및
시공 업체 선정

▪ 경쟁 강도 높음. 현재 양 공사의
승강편의시설 공사 평균 발주가 (약
2~30억 원, 최대 예정가격 도철 64억
원)에 대해 약 100여 개의 업체가
응찰하여, 대부분 ‘낙찰 하한가’에
근접하여 공사비가 결정됨

▪ 100억 원 이상의 공동 발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수의 업체가 응찰하여,더 낮은
수준의 ‘낙찰 하한가’ 수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100~억 원
단위로
공동 발주
시, 현재
대비 최대
약 ~7%의
추가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용역 발주

설계 시행

공사발주
및 착공

공사 시공
및 준공

1A

1B

1C

1 5,000만 원 이상의 예정 가격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 설계심의 진행
2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됨

구매 (선로설비)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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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는 예정 가격 산정이 법규에
의해 불가능함

구매 (선로설비)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공사 원가 예정 가격 산정 방법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비용 산출 근거는…

해당
법령
및
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 374호)

정부
고시

▪ 국토교통부에서 공종 및 단가 고시하는
근거에 따라 원가 예정 가격 산정해야 함
– 표준품셈: 매년 1회
– 실적공사비: 매년 2회

법령 및 예규 등에 의해 산정 기준 정해져 있음

표준품셈 내용 예시
기계사용터파기 (암반), m2당

착암공
인

보통
인부
인

공기
압축기
시간 비고암질

구분

0.33 0.16 0.30 공기압축기풍화암

연암 0.41 0.21 0.48 7.1m2/min

공시 및
지정자료
의한 제한
정도 산출근거공사의 원가체계

▪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 통계법 지정기관 조사가격

▪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직접 노무량)

▪ 임금대장 혹은 표준품셈
(간접 노무량)

▪ 지정기관 조사노임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노무단가)

▪ 2개 업체 이상의
최초원가계산자료 또는
표준품셈

▪ 표준품셈

▪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최대 비율 제한

▪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최대비율 제한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자료 (공사손해보험료)

▪ 10% (부가가치세)

예정
가격

총
원가

순
공사
원가

재료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기타

노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가계
경비

공정당 소요원가 산정법이 표준품셈 또는 실적
공사비 고시에 의해 매우 자세히 정해져 있음

1A

소형
브레이커
시간

1.26

1.68

노무량 기계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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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정 방법
구매 (선로설비)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공사 원가 예정 가격 산정 방법

법령 및 예규 등에
의해 산정 기준
정해져 있음

공사의 원가체계 원가계산 요소 산출근거원가요소

예정
가격

총원가

순공사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및
부분품비
간접재료비: 소보재료비, 
소모공구비, 가설재료비 등

직접노무비: 
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 보조작업자 및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외주가공비 등

기계 경비

▪재료수량
▪수량단가

▪직접노무량
▪간접노무량
▪노무량 단가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통계법 지정기관 조사가격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임금대장 혹은 표준품셈
▪지정기관 조사노임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 2개 업체 이상의
최초원가계산자료 또는
표준품셈

▪표준품셈

일반 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이윤율

공사총원가×공사손해
보험료율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율(10%)

▪일반 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손해
보험료율

▪부가 가치세율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최대 비율 제한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최대비율 제한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자료

▪ 10%

▪건설기계
경비산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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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물량 확대 시, 적격 심사의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
비용절감의 기회가 있음

적격
심사제

공사
전체
일괄
발주

자재
별도
발주

최저가 낙찰제

수의 계약

낙찰 방법 옵션 설명

▪ 자재조달 포함한
공사 전체를 Turn-
key 방식으로
토목/건축업체에
위임

▪ 공사가 필요한
자재를 따로 발주
(분리발주1) 혹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 (지급자재) 

▪ 최저가 공사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진행

▪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계약
방법이며, 
유찰되었거나
특허공법 등의
이유가 있을 시에만
진행 가능함

현재 두 운영사의 적용 현황

▪ 실제 양 공사에서 대부분의
계약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낙찰 방법임

▪ 최종 낙찰가는 낙찰 하한가에
매우 근접하게 수렴함

▪ 메트로의 경우, 주요 자재
분리발주 혹은 지급자재 구매
방식을 통해 발주하고 있음

▪ 분리발주의 경우, 납기 risk 
존재함

▪ 최저가 낙찰제 자체는, 
안전성 및 품질 저하의
이유로 서울시와 양
공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낙찰 방법임

▪ 공사가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수의계약 진행하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되기 쉬워
적용하는 경우 희박함

1 3억 이상 공사에서, 한 품목 자재 물량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
2 행정안전부 예규 405호

계약 방법

일반
경쟁

구매 (선로설비)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향후 적용 가능성

▪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낙찰
방법임

▪ 도철 역시 자재
별도 발주 방법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 기회 획득할
수 있음

▪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투찰
이전에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2

▪ 향후 수의 계약
방법 채택 가능성
희박함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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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발주 물량 증대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가 하한율 변화1

1 국가/지방계약법과 기타 예규에 준함

낙찰가
하한율
퍼센트

공사 규모
억 원

10 50 100 300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대부분의 공사가 10-50억
의 규모로 발주되고 있음

100억 단위로 공사 물량 통합

시 79.995%로 낙찰
하한율을 낮출 수 있음

300+억의 규모로 통합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가능하여 추가적 비용
절감이 예상됨

200

6.75%

%

구매 (선로설비)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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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비가 낙찰가 하한율 선에서
결정되어 있음1

공동 발주에 의해 공사 규모가 증대되어도 업체간 강도 높은 수주 경쟁에
의해서 낙찰가 하한율 수준에서 공사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1 도철의 경우 2005년 이후, 메트로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 2013년 7월까지 공사 계약 실적에 근거함

100억 이상의 대규모 발주 경우에도, 
하한율 수준에서 낙찰률이 결정될
것임

▪ 300억 이상의 토목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약
~780개 존재함
– 조달청 등급 4등급 이상 업체

중, 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3조원 이상인 업체 (2013년
7월 기준 10개) 제외

– 공사 규모 증대 시, 시공
능력이 우수한 상위 등급의
업체들이 다수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시공 능력 상위 50위 이상의
업체들도 100억 이상의 규모
공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
– 토건 능력 20위권 업체 임원

최종
낙찰률
퍼센트

공사 규모
억 원

10 50 100 300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과거 실적치

2005년 이후 적격 심사의 경우 예외 없이
하한율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되어 왔음

구매 (선로설비)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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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사 선로 설비 공사 공동 발주 Quick-win 기회 (승강 편의시설
설치공사 경우)

현재까지의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 발주 현황 (예시적)

양 운영사의 공사물량 통합을 통해, 규모 100억 원 이상 승강 편의시설 설치
공사 단계적 발주1

1 보수적으로 100억~350억 규모 공사 발주를 적용함
2 300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최저 낙찰가제로 20억 원 (낙찰 하한율 적용 시)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예시적

구매 (선로설비) – 단기적 성과 창출 기회

0

100

200

300

억 원

140
110

405060

0

100

200

300

억 원

85

기존 발주 방식 사용의
경우, 소규모의 공사
산발적 발주

2014

-7
-9

0

100

200

300

400

억 원

120

320

-202

-8 

- 현재 평균 규모
계약 대비 비용
절감액

도철 물량

메트로 물량

2014

2014년 말까지, 공동
발주를 통해 약 44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2Q: 우선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3,4Q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 발주

공동 발주 초기임을 고려, 공사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발주

1Q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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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구매의 경우, 단기적으로 두 운영사의 구매 예정 시기 차이 및 예정
수량 감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공동 구매 기회가 제한적임

2014~2017 양 공사 전동차 구매
투자 계획1

2,412 2,412

1,440

합계

4,656

~2,2443,216

~804

1 신규구매 계획예정 전동차대수 * 량당 단가 (12억 원)
2 100% 교체 수요임. 교체주기(내구연한 25년 기준) 도래 전동차 중 50%를 신규 구매 가정. 나머지 50%는 중수선 후 수명 연장 가정

향후 양 공사 전동차 신규 구매 예정 대수2

▪ ’16년 까지는 양 운영사 간 신규 전동차 공동구매 기회가
없음
– 도철 구매 계획 없음

▪ 실제 신규 구매가 현재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내구연한 기준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전동차의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 존재함
▫ 기존 법령: 무조건 25년 이상 사용 금지
▫ 개정 법령: 내구연한 조건 삭제. 자체적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무기한 사용 가능

구매 (전동차) – 투자/구매 계획 검토

공동구매가
가능한 최대
물량

억 원

메트로

도시철도

‘14 ‘15 ‘16 ‘17 총합

39 63 99 67 268

120 120

39 63 99 187 420

향후 양 공사 전동차 신규 구매 예정 대수2

총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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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운영사가 전동차 공동구매를 할 경우 최대 약 2.7%의 잠재적
비용 절감 기회가 존재함

구매 (전동차) – 공동 구매 효과 분석

예시적

전동차
제조
원가

절감 가능
대상 비용

1 수도광열비, 전력비 등 포함
Note: 현대로템의 M-car의 제조원가 (’02년 기준)

10016
9

4
14

8
67

총
구매비

관세 및
mock-
up

이윤기타
경비1

SG&A수리
수선비
(장비비)

감가
상각비

노무비재료비

▪ 전동차 총 판매가격 중 약
9%를 차지하는 고정비와
이윤에 대해서, 물량 두 배
증대 시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약 2.7%의 비용
절감이 가능함
– 예시,

▫ 감가상각비
▫ 수리수선비(장비비)
▫ SG&A 등

▪ 양 운영사가 전동차 Spec을
통일화할 경우, 재료비 및
노무비 항목에 대한 추가적
비용 절감이 가능함

▪ ‘17년 양 운영사 전동차
구매예정 187량 (2,244억 원)
공동 구매시, 약 60.5억 원
절감 가능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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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양 운영사 간 전동차 Spec차이 및 특정 업체의 국내 시장 독점
상황에 의해 공동구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음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양 공사 간 현
차량 Spec이
상이함

특정 업체가
국내 전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음

설명 잠재적 극복 방안

국내 전동차 시장 점유율
2012 현대로템의 최근 납품 실적

기타

10%

현대로템

90%

▪ ’11년 분당/수인/1호선
76량

▪ ’10년 ’09년 부산-김해선
50량

▪ ’10년 메트로9호선 48량
▪ ’09년 인천2호선 74량
▪ ’09년 우인-신설선 36량
▪ 이외 국내 제작 다수

▪ 양 공사 간 전동차 Spec 통일A

▪ 세부 구성품 직접 구매

▪ 해외 업체 참여 유도

▪ 국내 업체 육성

▪ 자체 제작 역량 내재화

B

C

D

E

도철

▪ 동일
– 최고속도, 가속도, 감속도

▪ 20M × 3.12M 
× 4.0M  

메트로

▪ 20M × 3.12M ×
4.5M 

▪ 자동운전방식 ▪ 수동운전방식

주요 Spec

성능

크기

시스
템

운전
방식

속도
제어

▪ VVVF인버터
제어

▪ Chopper 제어
▪ 일부

VVVF인버터
제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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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양 공사 전동차의 현재 Spec 차이로 인해 공동 구매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 시스템 및
크기 등의
주요 Spec
차이로 인하여
양 공사가
개별적인 차량
구매를
진행해옴

▪ 그 결과, 구매
뿐 아니라
장기
유지보수에서
도 양 공사
공동구매
기회가
제한되어 왔음

관련 장치 및 Spec 통일
가능성

▪ 운전 방식에 따라
신호/통신/제어 장치의
Spec이 달라짐

▪ 동력 / 제동 장치 Spec 
통일 후 동일 제품 공동
구매 가능

▪ 차체 크기 (높이) 요건이
상이하여 동일 차체
프레임 사용 불가

양 사의 기술 연구 및 전동차 구매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현재
양사 전동차는 다른 시스템, 크기 등을
지니고 있음

– 도철 차량 구매 담당자

메트로와 도철의 전동차 부품 Spec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유지보수 부품의 공동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 도철 차량 유지보수 담당자

도철

▪ 동일
– 최고속도, 가속도, 감속도

▪ 20M × 3.12M 
× 4.0M  

메트로

▪ 20M × 3.12M 
× 4.5M  

▪ 자동운전방식
ATC/ATO

▪ 수동운전방식
– 2호선 ATS, 

ATO/ATP
– 3,4호선 ATC

주요 Spec

성능

크기

시스템

운전
방식

속도
제어

▪ VVVF 인버터
제어

▪ Chopper 제어
(구형 2, 3호선)

▪ VVVF 인버터제어
(4호선 및 신형 2, 
3호선)

▪ 1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호선 전동차에 대해서
제어 장비 Spec 통일
가능함

L

M

H

L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2



| 487

[양 공사 간 전동차 Spec 통일] 양 공사 간 전동차의 Spec을 통일하여 구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양 공사 전동차 Spec 통일화 정도
퍼센트

▪ 양 운영사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기존 인프라 혹은
시스템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부분에 대해 Spec을 통일

▪ 향후 장기적으로 양 공사
공동 R&D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동차 부품
Spec의 통일화률을 높여야
함 (예. 차세대 전동차)

a

b

현재1

20

80

양 공사
Spec 통일

70

30

통일
부품

비통일
부품

양 공사
공동 R&D

80~

20

a b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1 대차 일부분 및 인버터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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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사 간 전동차 Spec 통일] 양 운영사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기존 인프라/시스템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부분에 대해
Spec 통일 가능함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세부장치 구성 장치 별 Spec 통일화 가능성 여부
전동차
전체구성

제동

컴퓨터

인버터

대차

차체

5%

13%

13%

15%

54%

4%
1%

13%

11%

2%

15%

25%

29%

통일 가능 Spec

통일 불가능 Spec

▪ 차체: 기존 인프라 조건 차이 (예. 터널 및
전선 높이 등) 로 인해 양 운영사 전동차
차체 높이가 다르며, 골격 구조가 다름

▪ 기타 출입문장치, 내장재 등 협의 통해
통일 가능

▪ 양 운영사 대부분 차량이
DC전용 (~80%), 같은
전기방식 대해 인버터
통일 가능

▪ 양 운영사 전동차
객실상면높이가
같아 향후 대차
Spec 통일 가능

▪ ATC: 지상 신호장치의
제약으로 통일 어려움

▪ 기타 TCMS 및 ATO 협의
통해 통일 가능

약 70%

약 30%

▪ 주공기압축기: 용량이 량
수에 비례하여 통일 어려움

▪ 기타 제동장치: 통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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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양 운영사 별 신규 전동차 요구 Spec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장치구분 주요 세부 구성품
공사 별 요구 Spec
도철 메트로

차체
(54%)

▪ 연결면간의 거리 20,000mm
▪ 차체길이 및 폭

19,500/3,120mm
(높이: 3,600mm)

▪ 연결면간의 거리 20,000mm
▪ 차체길이 및 폭

19,500 /3,120mm
(높이 : 3,750mm) 

▪ 출입문장치

▪ 차체

인버터
(13%)
인버터
(13%)

▪ VVVF 인버터, IGBT ▪ VVVF인버터, IPM제어▪ 인버터

▪ 정격용량 190KV/A ▪ 정격용량 180KV/A ▪ 보조전원장치
▪ 3상 농형 유도전동기 ▪ 3상 농형 유도전동기▪ 견인전동기

제동장
치 (5%)
제동장
치 (5%)

▪ 구동대차 (답면제동), 
부수대차(디스크제동)

▪ 구동대차 (답면제동), 
부수대차(디스크제동

▪ 제동장치

▪ 인버터 기동방식
(용량1,013ℓ/min)

▪ 인버터 기동방식
(용량1,000ℓ/min)       

▪ 주공기압축기

대차
(15%)
대차
(15%)

▪ 공기스프링식 볼스터레스
대차

▪ 공기스프링식 볼스터레스
대차

▪ 대차

제어장치
(13%)
제어장치
(13%)

▪ TC, CC: RS-485/422(3,4선식) ▪ TC, CC: RS-485/422 (3,4선식▪ 종합제어장치

▪ 전동차 신호 방식 및 연속 제어
방식

▪ 전동차 신호 방식 및 연속 제어
방식

▪ 열차자동제어
장치

▪ 속도 제한 내 자동/완전자동
운전허용

▪ 속도 제한 내 자동/완전자동
운전허용

▪ 열차자동운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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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사 간 전동차 Spec 통일] 향후 장기적으로 양 운영사 공동 R&D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동차 부품 Spec의 통일화률을 높여야 함

향후 양 운영사의 부품 spec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여지 존재함

국토교통부 주도로 ‘차세대 전동차 기술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배경

내용

참여기관

현재 경과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

▪ 2005년 개발 시작
▪ 수송능력, 유지보수성, 신뢰성 및

에너지절감 등 관련 신기술이
집대성된 차세대전동차 개발

각 기술개발 협동기관 총 13개 기관
철도기술연구소, 서울메트로 1,
㈜,현대로템, 유진기공, 흥일2, 
㈜우진산전3, ㈜로드닉스4 등

▪ ‘10년 차량 제작 완료. 현재 목포-
대불선에서 최고속도 시속
130km로 시험 운행 중

▪ ‘14년까지 10만km 주행시험 예정
▪ ‘15년 서울메트로, 부산1호선 등에

투입 목표
▪ ‘18~19년, 충분한 안전검증 완료 후

도입이 현실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사업총괄 및 종합시스템엔지니어링 2 차세대전동차 기술개발 3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개발
4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개발 5 무인운영시뮬레이터 기술개발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전동차 도입 이후, 차체 높이
및 AC/DC 설비 이외의 다른
부품 통일이 가능하여 부품
spec을 ~90% 수준으로
통일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도철 담당자.

주행시험 완료 이후, 안전성
및 기술 안정화 추가검증이
완료되는 ’18~’19년
정도에야 차세대 전동차의
실제 도입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메트로 기술연구소

▪ ’18~’19년 차세대 전동차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양
운영사의 부품 spec을 ~90% 
수준으로 통일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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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성품 직접 구매] 전동차 구매 시 세부 구성품 단위 직접 공동
구매를 통한 잠재적 비용 절감 기회 존재함1 

전동차 세부
구성
퍼센트

5

13

13

15

54

구성품명

▪ 세부 구성품
단위로 양 공사
공동 구매 시, 
~79%의
구성품에
대해서 전동차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함

공동구매 가능 여부 및 근거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차체
▪ 기술적 장벽이 낮아 국내 업체 다수 존재
▪ 예. 방송장치, 객실표시기, 출입문 장치 등

대차
▪ 국내 업체 중 현대로템 독자 역량 보유 중
▪ 이외 제조 능력을 인정 받은 국내 업체가

거의 없음

인버터 ▪ 독자 기술 보유한 국내 업체 다수 존재 (예. 
다원시스, 우진산전 등)

제어장치
(컴퓨터)

▪ 국내 업체 중 현대로템 독자 역량 보유 중
▪ 이외 제조 능력을 인정 받은 국내 업체가

거의 없음

제동장치
▪ 유진기공, 유한알에스 등 부품 제조

가능하며 기술력 인정 받은 국내 업체가
다수 존재함

1 Note: 도시철도공사 최근 전동차 구매가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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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일부 구성품에 대해서 양 공사가 직접 국내 제작사 부품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장치구분

차체
(54%)

인버터
(13%)
인버터
(13%)

제동장치
(5%)
제동장치
(5%)

대차
(15%)
대차
(15%)

제어장치
(13%)
제어장치
(13%)

▪ 차량 프레임 및 기타
내장 자재 (예. 
냉난방기, 출입문장치, 
방송표시기, 실내
인테리어 등)

▪ 인버터 및 기타
전원공급 장치 (예. 
판타그라프, 피뢰기, 
차단기, 리액터, SIV 등)

▪ 공기압축기, 제어장치
등 제동에 필요한 제반
장치 일체

▪ 차량 하부 구조물 및
기타 부속 (예. 윤축, 
기어박스, 
기초제동장치, 현수장치
등)

▪ 차량 제어장비 (예. 
TCMS모니터, CS 
컴퓨터, TC, CC 등)

주요 세부 구성품

공사 별 요구 Spec
도철

양 공사 공동구매
가능
▪ 양 공사 동일

Spec 부품 사용

양 공사 공동 구매
가능
▪ 양 공사간 Spec은

상이하나, 다종의
Spec을 동시
제작/ 납품할 수
있는 다수의
업체가 존재함

공동 구매 기회
제한적
▪ 단일 업체 독점

시장 구조
(현대로템)

공동 구매 가능성메트로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 3상 농형 유도전동기 ▪ 3상 농형 유도전동기▪ 견인전동기

▪ 연결면간의 거리
20,000mm

▪ 차체길이 및 폭
19,500/3,120mm
(높이: 3,600mm)

▪ 공기스프링식
볼스터레스 대차

▪ 연결면간의 거리
20,000mm

▪ 차체길이 및 폭
19,500 /3,120mm
(높이 : 3,750mm) 

▪ 공기스프링식
볼스터레스 대차

▪ 출입문장치

▪ VVVF 인버터, IGBT ▪ VVVF인버터,
IPM제어

▪ 인버터

▪ 정격용량 190KV/A ▪ 정격용량 180KV/A ▪ 보조전원장치

▪ 구동대차
(답면제동), 
부수대차(디스크제
동)

▪ 구동대차
(답면제동), 
부수대차(디스크제
동

▪ 제동장치

▪ 인버터 기동방식 ▪ 인버터 기동방식
(용량1,000ℓ/min)       

▪ 주공기압축기

▪ 대차

▪ TC, CC: RS-
485/422(3,4선식) 

▪ TC, CC: RS-
485/422 (3,4선식

▪ 종합제어장치

▪ 전동차 신호 방식 및
연속 제어 방식

▪ 전동차 신호 방식
및 연속 제어 방식

▪

▪ 열차자동제어
장치

▪ 속도 제한 내
자동/완전자동
운전허용

▪ 속도 제한 내
자동/완전자동
운전허용

▪ 열차자동운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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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성품 직접 구매] 해외 부품 제작업체에서 다양한 Spec을 가진 모든
전동차 구성품을 구매할 수 있음

차체

인버터

제동
장치

장치 구분 세부 구성품

출입문장치

인버터 장치 (VVVF)

보조전원장치 (SIV)

견인전동기

제동장치

주공기압축기

양 공사 Spec을 동시 생산 가능한 업체들

▪ 우리전기, 원진전자, 유진차전, 에이디에스레일, 현대로템,
흥일, 소명

▪ ABB, 미쓰비시, GEC, 도시바, 지멘스, 봄바르디아, 알스톰, 
히타치,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 ABB, 미쓰비시, GEC, 도시바, 지멘스, 봄바르디아, 알스톰, 
히타치, 다윈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이건산전

▪ ABB, 미쓰비시, GECA, 도시바, 지멘스, 봄바르디아, 알스톰, 
히타치, 우진산업,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 크노르브레이크, 유진기공, 유한알에스, 현대로템

▪ 크노르브레이크, 유진기공, 유한알에스, 현대로템

대차 대차 ▪ ABB, 미쓰비시, GESA, 현대로템

컴퓨터

종합제어장치 (TCMS)

열차자동제어장치 (ATC)

열차자동운전장치 (ATO)

▪ ABB, 미쓰비시, GECA, 도시바, 현대로템, 우진산전, 로윈

▪ US&S, GRS, ALSTOM, 현대로템

▪ ABB, GRS, US&S, ALSTOM, 지멘스, 현대로템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 현대로템이
국내독점
중인 대차, 
ATC, ATO
또한, 해외의
다양한
업체에서
구매 가능함

2B



| 494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해외 업체 참여 유도] 해외 전동차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여 특정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음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1 Kawasaki Heavy Industry 및 Alstom의 2008년 이후 발주건 평균 (최소값 34량, 최대값 428량)
2 과거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발주건 평균 (최소값 42량, 최대값 366량)
3 Bombardier, Siemens, Alstom

▪ 전동차 및 전동차 부품은 총 구매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항목임

▪ 특정 업체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리스크 존재
▪ 더불어 독점 상태에서는 Clean sheet 등 가격 최적화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의 효과가 미미함

▪ 국내/외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내 업체와의 경쟁
유도
– 현 평균 2년의 납기기한을 3~4년으로

확대
– 타 철도 운영사와의 연계를 통해 발주

규모 확대 모색
– 그 외 제안서 접수 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해 해외 공급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객관적 조정

▪ 장기적 유지보수 안정화를 위해 납품
계약에 특수조건 추가 (예. 대구지하철
3호선)
– 국산부품활용 의무화
– 완성차의 조립을 국내에서 수행 등

▪ 협상능력 원가분석 역량 내재화
–전동차 구매 전략 및 원가 분석 작업 공동

외주 혹은 조달청 자료 공유
–서울시 주도하여 협상 전략 및 원가 분석

전문 용역을 통해 해당 노하우를
습득하여 내부 역량 계발

전동차
가격

향후 발주할 전동차 금액이 12억~14억
수준이라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2

해외 전동차 공급업체도 한국 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음

발주
규모

해외 주요 공급업체의 발주 규모, 차량 수

2~300량 규모의 발주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규모는 매력적이다.

- 복수의 해외 공급업체3

전동차 가격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발주
규모, 전동차 규격 및 품질 등에 따라 20~30%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전동차 구매 전문가

200170

도시철도공사 평균2해외 평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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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홍콩 MTR은 해외 여러 업체로부터 전동차를 구매하고 있음

▪ 1998

▪ 1979-
1988

연도

▪ 2011

▪ 2008

▪ Tung Chung Line
▪ Airport Express

▪ Island Line
▪ Kwun Tong Line
▪ Tseung Kwan O Line
▪ Tsuen Wan Line
▪ Disneyland Resort Line

해당 노선

▪ Kwun Tong Line
▪ Tseung Kwan O Line

▪ Kwun Tong Line
▪ Tsuen Wan Line
▪ Tseung Kwan O Line

▪ East Rail Line
▪ West Rail Line
▪ Ma On Shan Line

▪ 1999-
2003

▪ CAF

▪ Alstom

전동차 제조사

▪ Mitsubishi Heavy Industries / 
Hyundai Rotem consortium

▪ Changchun Railway 
Vehicles Co. Limited

▪ ITOCHU / Kinki Sharyo / 
Kawasaki Heavy Industries consortium

예시적

일부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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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싱가포르 MRT 역시 해외 여러 업체로부터 전동차를
구매하고 있음

▪ 1993

▪ 1986
▪ 2006

연도

▪ 1999

▪ 2009
▪ 2012
▪ 2005

▪ North South Line
▪ East West Line

▪ North South Line
▪ East West Line

해당 노선

▪ North South Line
▪ East West Line

▪ North South Line
▪ East West Line
▪ Circle Line

▪ East Rail Line
▪ West Rail Line
▪ Ma On Shan Line

▪ 2009

▪ Siemens 

▪ Kawasaki Heavy Industries

전동차 제조사

▪ Kawasaki Heavy Industries & Nippon 
Sharyo

▪ Alstom

▪ Kawasaki Heavy Industries & CSR Sifang

예시적

일부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 2013 ▪ Downtown Line▪ Bombar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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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호선 (모노레일)

[Back-up] 대구 3호선은 해외 업체로부터 전동차를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부품 국산화를 극대화하여 장기적 유지 보수 안정화를 실현하였음

▪ 대구시 발주 / 계약업체: 히타치 (일본)
입찰 방법: 국제입찰/2단계 경쟁입찰
–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 대구시의 경우 양허기관1인 관계로

정부 조달협정 체결국의 업체 (일본
등)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였음

▪ 계약특수조건 제6조 (국산부품의
활용)에 의거, 국산부품 활용 및 완성차
국내 조립 의무화
– 사유: 품질 및 유지보수 안정성 확보
– 초도 편성에 대해서만 일본에서

생산하고 잔여 편성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하도록 함 (우진산전)

– 국산부품활용률 90%이상, 완성차
국내 조립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1 공사는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비양허 기관이므로 국제입찰 추진시 전 세계 업체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차후 국제입찰 추진 시 저품질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안전성 관련 검사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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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육성] 1개 업체 이외의 국내 타 전동차 제작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여 전동차 구매에서 양 운영사의 가격 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국내에는 전동차 전장품 기술역량을 가진 여러 철도차량
제작 업체가 존재함

로윈은 최근 5년 간 국내 철도사 및 민간기업에 전동차 및 화차
~400대를 제작 납품하였음

로윈의 전동차 제작 기술만을 놓고 보았을 때,
현대로템과 충분히 경쟁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도철 기술연구소

2011  서울도철 7호선 전동차 신조 2차 48량
 코레일 컨테이너 화차 신조 113량
 코레일 무궁화 객차 개조 265량

2010  서울도철 7호선 전동차 신조 1차 56량

2009  서울메트로 3호선 전동차 개조 90량
 ㈜영풍 및 ㈜LG화학 화차 신조 11량
 코레일 여객열차 내장재 개조 607량

2007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개조 182량

2008  코레일 박스형 화차 신조 208량
 월미은하레일 신조 10량

정부관계자 및 철도 공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철도차량 제작 부문의 경쟁 도입
필요성에 대해 87%의 정책 지지도를
보임

-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성신RST  철도차량 제작 가능: 입환기관차, 
객차, 화차, 특수목적 차량 (모터카, 
검측차 등)

 전동차 대차 제작 가능

우진산전  경량전철 제작 가능
 전동차 전장품 (인버터, 전기연결기, 

고속차단기, 주간제어기 등) 및 KTX,
전기기관차 전장품 제작 가능

로윈  철도차량 제작/개조, 유지보수 업체
 연간 전동차 120량, 모노레일 200량, 

화차 500량 등 제작 가능
 전동차 핵심 전장품 제작 가능

(견인전동기, 제동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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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 역량 내재화] 일본 지하철 운영사의 사례처럼 전동차 구매/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양 운영사가 전동차 개발 및 제작 능력 내재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일본은 철도/지하철 운영사가 주도적으로 전동차 개발
능력을 내재화하고 있음

JR동일본은 전동차 제작 능력을 내재화하였음

JR동일본 철도운영회사 소속의 ‘니이츠 차량 제작소’

▪ 1994년 설립
– JR 동일본철도회사 수요 전동차 자체 제작
– 기존 철도운영사의 유지보수 기술력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설립됨
▪ 제작

– 차체 및 대차 자체제작
– 인버터, 제동, 냉난방장치, 방송 등의 부품: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중소업체 입찰 구매 후 완성체로
제작

– 설계, 생산, 계획, 보수 진행
– 연간 약 250량 (1일 1량) 생산능력 보유

▪ 누적 제작량 3,282량 (2010년 3월 기준)
– 동경 지역 운행 전동차의 50% 차지

▪ 중전철 중심 제작
– 가와사키, 니혼차량 등

기존 차량제작사는
고속열차 및 특급열차
중점 제작으로 마찰 적음

▪ 시정부 지원
– 지방세 면세

일본 한국

설계 및
성능
보증의
책임

▪ 운영회사가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설계
주도함

▪ 운영회사의
주도로 참여
제작사와
공동으로 해결

▪ 차량제작사가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설계
주도함

▪ 차량제작사가
모든 성능보증의
책임이 있으며, 
부품 공급사는
제조책임을 보유

차량
구매
절차

▪ 공개입찰 구매
형식이 아닌, 
운영회사가
개발을 완료한
이후 부품
회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고 발주를
주는 방식

▪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며, 
계약자가
개발차량의
주체가 되어
최종적으로
차량을 납품함

구매 (전동차)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2E



| 500

각 공사 고유
투자 계획

양 공사 공통적
투자 계획

전로 설비 투자의 경우, 동일 시기 투자 계획이 있는 공통 분야 공사에 대해
발주건 당 물량 증대 통한 비용절감 기회가 제한적으로 존재함 상세 내용 후술

2014~2017 양공사 전로 설비 투자
계획
억 원

합계

3,850

3,440
(89%)

410
(11%)

2,520

2,380
(94%)

140
(6%)

1,330

1,060
(80%)

270
(20%)

도철 메트로

공동발주
가능 총액
억 원

양 공사 비중

주요 공사 유형

계전전동장치 개량 및 교체 공사 205 67% 33%

축전지/UPS 개량 및 교체 공사 90 90% 10%

개집표기 개량 설치 공사 70 41% 59%

선로전환기 교체 공사 45 54% 46%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공사
(메트로 단독)

▪ 노후전자선로 개량 (메트로
단독)

▪ 정보통신 접지설비 개량
공사 (메트로 단독)

▪ 전자설비 단말기 개량
(도철 단독)

▪ 송배전 설비 (메트로 단독)
▪ 전기실 노후시설 (메트로

단독)

공동
발주로
인한
시너지
기회
없음

▪ 하나의 공사에서만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 공사 분야가 다른
경우 (예. 전자 vs. 
신호분야)

▪ 기존
인프라/시스템에
종속되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1

2

3

구매 (전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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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양 공사 전로설비 투자 예정 공사 비교3

4%

신호

1%

2,520

통신

전자
37%

44% 전기
기계

기타

13%

1,350 = 100%

13%

28%

12%

2%

12%

관제

15%

19%

공동 발주 가능성 및 근거해당 공사 예시

▪ UPS 장치 개량공사
▪ 열차무선설비 개량
▪ 디지털전송설비

▪ 전자설비 단말기 개량
▪ RF형 비상개집표기 설치
▪ 전자설비 주전산기 개량

▪ 관제시스템 개량
▪ 관제설비 개량

▪ 전선로 신호케이블 교체
▪ 선로전환기 교체
▪ 계전연동장치 교체

▪ 노후 전차선로 개량
▪ 2호선 노후전력 설비
▪ 송배전 설비

▪ 기능실 신설/확장공사
(전기, 통신)

▪ 전동차 정비 작업환경 개선

▪ 동일 업체에서 제품 제작
및 시공 가능한 경우
있어, 공동발주 기회 있음

▪ 동일 업체에서 제품 제작
및 시공 가능한 경우
있어, 공동발주 기회 있음

▪ 기존 관제시스템과
호환되도록 복합적인
설비가 필요하여 동일
업체 시공이 어려움

▪ 동일 업체에서 제품 제작
및 시공 가능한 경우
있어, 공동발주 기회 있음

▪ 양 사 전기기계분야의
내구연한이 다르기에
발주 시기 통일이 어려움

▪ 다양한 부서에서 필요에
따른 spot성 공사를
진행하므로 발주 시기
통일이 어려움

L

M

M

L

L

M

3가지 기준에
대하여 공동 발주
가능성 결정됨

▪ 양 공사가 같은
시기에 투자 계획
가지고 있을 경우

▪ 공사 분야
동일하여 동일
업체 시공 가능한
경우

▪ 개별 공사의
성격이 강해 독립
시공이 가능한
경우

구매 (전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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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양 공사 전로 설비 투자 계획 (~2017) (1/2)3
메트로

주관부서 14년 15년 16년 17년 종합

연도별 투자계획, 억 원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궤도신호처 1,500 21,030 1,500 24,030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노후 관제소 현대화(통합관제 구축) 사업
– 장소적 통합: 종로5가 1호선 관제 본사이전통합
– 기능적 통합 : 호선별 분야별 통합
– 시스템 신설 : 기계관제/psd관제 신설

전기통신처 5,332 8,686 9,707 10,064 33,789 ▪ 노후 전차선로 개량 ▪ 노후 전차선로 개량공사
– 노후된 전차선로 단선으로 인한 열차운행중단 예방을 위하여 마모등이 심한 전차선로 및 부속설비

교체

전기통신사업소 12,117 7,723 3,814 3,814 27,468 ▪ 정보통신설비개량 ▪ 노후화로 인해 접지성능이 저하된 정보통신기계실 개소의 접지설비를 개량공사
전기통신처 2,568 4,000 5,275 6,450 18,293 ▪ 송배전설비 ▪ 노후 송배전 전력케이블을 일반형케이블에서난연성 케이블로 개량
전기통신처 4,459 5,522 4,363 2,314 16,658 ▪ 전기실 노후시설 ▪ 고.저압배전반 교체, 케이블 피트 조성, 천장재 교체 및 벽면 교체, 소방/통신설비 이설
전기통신처 3,859 3,322 5,984 3,475 16,640 ▪ 2호선 노후전력 설비 ▪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2호선 변전소 전력설비를 적기에 교체, 안정된 전력계통 확보
전기통신처 3,159 3,322 5,984 3,475 15,940 ▪ 변전설비 ▪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3,4호선 변전소 전력설비를 적기에 교체, 안정된 전력계통 확보
궤도신호처 446 3,916 3,916 0 8,278 ▪ 2호선 군자기지 전선로

교체
▪ 노후화된 2호선 군자차량기지 신호케이블 및 트레이 철거 설치

궤도신호처 4,888 1,843 0 0 6,731 ▪ 계전연동장치 ▪ 노후화된 기존 연동장치를 전자연동장치로 개량
궤도신호처 5,436 0 0 0 5,436 ▪ 궤도회로장치 개량 ▪ 노후화된 3,4호선 궤도회로(미니본드,계전기) 장치 철거 설치
전기통신사업소 990 1,348 2,624 0 4,962 ▪ 열차무선안테나(RCX)

개량
▪ 3,4호선 지하구간의 노후 열차무선 안테나 개량공사

기계전자처 774 1,094 1,204 1,324 4,396 ▪ 슬림형게이트 설치 ▪ 폭 10Cm의 슬림형 개집표기를 제작구매 설치 역사내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전기통신처 900 870 1,119 1,119 4,008 ▪ 연락차단설비 설치
전기통신사업소 655 655 655 655 2,620 ▪ 차량기지 전기설비 ▪ 해당없음
궤도신호처 2,503 0 0 0 2,503 ▪ 1호선 전선로 교체 ▪ 노후화된 1호선 신호케이블 및 트레이 철거 설치
궤도신호사업소 623 518 511 511 2,163 ▪ 선로전환기 ▪ 2013년 선로전환기 교체공사

▪ 2호선 군자기지구내 및 3호선 구파발 분기부에 사용중인 노후 선로전환기 교체(11대)
▪ 본선 및 기지 구내 선로전환기 교체

궤도신호사업소 367 378 389 389 1,523 ▪ 신호설비 ▪ 1. 3, 4호선 신호 기계실 접지설비 개량
▪ 3호선 수서기지 Loop Coil 교체공사
▪ 신호제어케이블 보강공사

▪ 3호선 도곡역 운전취급실 이전
▪ 3,4호선 신호설비 트로프 개량
▪ 동작대교 구간 케이블 트레이 개량공사

전기통신처 566 427 214 214 1,421 ▪ 통신설비(기타) ▪ 양공사 환승통로 행선안내게시기 정보연계공사
전기통신처 1,000 0 0 0 1,000 ▪ 급전선 개량 ▪ 지상부 급전선로 개량공사장기사용으로 부식 마모 및 소선이 단선된 급전선과 부속설비 교체
궤도신호처 284 269 184 184 921 ▪ 축전지 교체 ▪ 축전지 교체 및 전원장치(UPS) 설치
창동차량사업소 207 207 207 207 828 ▪ 기지건물 유지관리 ▪ 전동차 하부세정설비 전력공급 선로설치공사
궤도신호처 298 252 102 102 754 ▪ 신호제어케이블 보강 ▪ 신호기계실 ~ 현장간 예비케이블 및 접속함 설치
전산정보처 0 754 0 0 754 ▪ ERP시스템 성능향상 ▪ ERP시스템의 이용 확산 및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를 위한 통합저장장치 확장

궤도신호사업소 194 194 178 178 744 ▪ 궤도밀착형 신호기 ▪ 열차가 차량기지 또는 본선구내를 운행 할 경우 기관사의 신호오인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운행장애
방지대책으로 궤도밀착형 철도용 신호기를 설치

전기통신사업소 234 324 0 0 558 ▪ 냉방기 설비 ▪ 해당 없음
전기통신처 557 0 0 0 557 ▪ 역사 비상조명등 ▪ 역사 비상조명등 교체
총무처 200 80 70 70 420 ▪ 별관 유지관리 ▪ 해당 없음
전기통신사업소 93 102 112 112 419 ▪ 전원장치 ▪ 해당 없음
전기통신사업소 200 200 0 0 400 ▪ 역사전기설비(기타) ▪ 역사내 설치된 비상조명등기구의 부속자재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궤도신호처 133 224 0 0 357 ▪ 열차제어 경보시스템 ▪ 선로전환기 포함 분기부 궤도회로 긴급복구시스템 설치
전산정보처 36 36 36 36 144 ▪ 전산기계실 전기용량

증설
▪ 전산기계실 항온항습기 및 냉방기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한 전기 용량 증설

구매 (전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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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양 공사 전로 설비 투자 계획 (~2017) (2/2)3
도철

주관부서 14년 15년 16년 17년 종합

연도별 투자계획 , 억 원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통신전자팀 20,000 20,000 ▪ 전자설비 단말기 개량 ▪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관련 자동개집표기 교통카드단말기 개량
통신전자팀 14,000 14,000 ▪ 열차무선설비 개량 ▪ 5,8호선 열차무선설비 개량
신호팀 3,591 4,617 5,643 13,851 ▪ 신호설비

보완공사(개량형
연동장치 도입)

▪ 5~8호선 신호기계실 81개소의 연동장치를 개량형 연동장치로 교체

통신전자팀 5,400 6,600 12,000 ▪ 디지털전송설비 개량 ▪ 5,7,8호선 디지털전송설비 개량
종합관제센터 9,475 9,475 ▪ 5호선 관제개량(신규) ▪ 관제설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제설비 개수 및 구축
기술계획팀 2,220 2,220 2,220 2,190 8,850 ▪ 안전발판 제작(신규) ▪ 곡선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앞 휠체어 이용자 탑승장소의 승강장 충진용 안전발판 설치
통신전자팀 4,570 3,300 7,870 ▪ UPS장치 개량공사 ▪ 5호선 UPS 구매교체 설치
통신전자팀 3,000 3,470 6,470 ▪ 자동방송장치 개량 ▪ 5,7,8호선 자동방송장치 개량(스피커포함)
통신전자팀 3,000 3,470 6,470 ▪ 복합통신설비 개량 ▪ 5,7,8호선 복합통신설비 개량
종합관제센터 5745 5,745 ▪ 6호선 관제개량(신규) ▪ 관제설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제설비 개수 및 구축
종합관제센터 4,710 4,710 ▪ 8호선 관제개량(신규) ▪ 관제설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제설비 개수 및 구축
통신전자팀 1,030 1,030 1,030 3,090 ▪ RF형 비상개집표기

설치
▪ 기존 수동식 철재 비상게이트를 교통카드형 비상개집표기로 개량설치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자전거

이용시 게이트 통행 편리성 향상
고객설비팀 2,200 300 300 200 3,000 ▪ 기능실 신설 · 확장공사

(전기, 통신 공사)
▪ 여직원갱의실 신설
▪ 직원 침실 이전 및 개선

▪ 영업관리소 이전 및 개선
▪ 5678ⓘ행복미소 이전

통신전자팀 2,700 2,700 ▪ 전자설비 주전산기
개량

▪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관련 자동개집표기 교통카드시스템 주전산기 개량
신호팀 490 600 730 700 2,520 ▪ 신호설비 보완공사 ▪ 주요회차역 선로전환기교체 공사
차량계획팀 1,200 1,000 0 2,200 ▪ 전동차 정비 작업환경

개선
▪ 전동차 정비 작업환경 개선

통신전자팀 600 600 600 110 1,910 ▪ 화상설비(CCTV) 신설 ▪ 차량기지 외곽감시 및 부정승차 단속, 역사취약개소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전기기계부 350 350 350 350 1,400 ▪ 전차선로 콘크리트

전주 교체공사
▪ 지상부 전차선로 지지콘크리트 전주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발생관련 연차적으로 반영구적인 철주로

교체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전기기계부 320 320 320 320 1,280 ▪ 냉방설비 설치

전원공사비
▪ 직원 사무실 및 고객상담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원공사 시행

신호팀 396 396 396 1,188 ▪ 신호설비
보완공사(무정전전원장
치 개량)

▪ 5~8호선 신호기계실 81개소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설치

차량계획팀 0 550 550 0 1,100 ▪ 차량기지 검사고
시설개량

▪ 검사고 단로기 사고방지 시스템(단로기 개선)

전기기계부 250 250 250 250 1,000▪ 역사조도개선공사 ▪ 역사 고천정개소 조명시설 및 저효율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 강화로 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만족 향상

정보화기획단 602 0 0 0 602 ▪ 보안시스템 구축 ▪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신규 보안시스템 도입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대책에 따른 2013, 2014 연차사업

전기기계팀 400 0 0 0 400▪ LED 조명개량 공사 ▪ 사사옥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및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관련 사업에 적극 동참

통신전자팀
(종합관제센터 추진)

400 400▪ 관제표출매체 개량

전기기계팀 74.3 76.5 78.795 81.158 311 ▪ 청원전력 배전반 신설
전기공사

▪ 전기실 분전반설치를 통한 기존 배전반 공간부족 해소

전기기계부 60 60 60 60 240 ▪ 조명제어반 개선공사 ▪ 5~8호선 조명제어 시스템의 사용연한 도래로 노후화 및 고장발생이 증가되고, 부품단종과 외산으로
계속사용이 어려운 개소를 선정하여 국산화로 개선,보완

전기기계부 120 20 20 20 180▪ 기지조명 안전보완공사 ▪ 차량기지 타워 조명설비 고소작업시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사다리 설치공사 시행
통신전자부 30 25 25 25 105▪ 네트워크 공사 ▪ 각 기능실 및 사무실 대한 인터넷 및 경영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한 업무망 설치
전기기계부 20 20 20 20 80▪ 기능실 조도개선 공사 ▪ 역사 오수펌프 및 정화조내 습기와 가스에 의해 부식된 노후화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직원 안전 향상
전기기계팀 50 0 0 0 50▪ 차량기지 검사고

시설개량
▪ 전동차 냉방장치 증발기 핀에 붙은 먼지와 응축수에 대한 세척효율을 높여 냉방장치 성능향상으로

냄새방지 및 쾌적한 객실환경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구매 (전로설비) – 투자/구매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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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공통공사 ‘14 ‘15 ‘16 ‘17 총합

년도별 투자 계획
억원

▪ 노후화된 기존 연동장치를
전자연동장치로 개량

▪ LS산전, 삼성SDS 등에서 양
공사 물품 동시 제작 가능

계전전동장치
개량 및 교체
공사

0 36 46 140도철

49 18 0 67메트로

49 54 46 207총합

▪ 축전지 및 UPS (전원 장치) 
설치

▪ 동일 업체에서 용량 다른 UPS 
제작 가능

축전지/UPS 
개량 및
교체공사

0 46 0 33 79도철

3 2 2 2 9메트로

3 48 2 35 88총합

▪ 슬림형 개집표기/비상형
개집표기 설치

▪ 동일 업체에서 사양 다른
개집표기 제작 가능

개집표기 개량
설치 공사

0 10 10 10 30도철

8 10 12 13 43메트로

8 20 22 23 43총합

▪ 노후화된 각 역의 선로전환기
교체

▪ 동일업체에서 양 공사의
선로전환기 제작 가능

선로전환기
교체공사

5 6 7 7 25도철

6 5 5 5 21메트로

11 11 12 12 46총합

전로설비 투자의 경우, 향 후 4년간의 양 공사 공동 발주로 인한
비용절감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3 시너지 기회
존재, 뒷장 상세
예시 후술

양 공사 공동 발주 시
공사액 50억 원 이상

▪ 유일한 시너지
기회

▪ 비용 절감액 ’15,
’17년 총합 약
1.3억 원 수준1

예상 (낙찰하한율
86.745%
85.495%) 

공사 시기를 한
연도로 양 공사 공동
발주 시 공사액 50억
원 이상

▪ 비용절감액 약
9천만 원 수준
예상 (낙찰하한율
86.745%
85.495%)

구매 (전로설비) – 공동 구매 효과 분석

56

0

56

1 각 운영사가 단독으로 50억 이상 규모로 통합할 경우의 효과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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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발주 물량 증대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가 하한율 변화1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경우) 
3

1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법과 기타 예규에 준함

낙찰가 하한율
퍼센트

공사 규모
억 원

3 100 300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200

2015년 예시

50

메트로 단독발주

도철 단독 발주

양 공사 공동 발주

▪ 계전전동장치
개량 및 교체
공사 예시

▪ 계전전동장치 공사의
경우, 양 공사 물량을
공동 발주하여
적격심사의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지게 됨

구매 (전로설비) – 공동 구매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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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품의 경우, 양 운영사의 전동차 Spec 상이로 인하여 구매 물량
증대 통한 비용 절감 기회가 제한적임

4

2014~2017 양 공사 차량 부품
투자계획
억 원

구매 (저장품) – 투자/구매 계획 검토 / 공동 구매 효과 분석

1 양 운영사의 평균 구매 비중

▪ 전동차 구성 부품 수가 약 30,000 여 가지이며, 현재 양 운영사 내에서도
구입 시기 별 전동차 Spec이 다르므로 부품 공동구매 기회가 매우 제한적

양 공사 2010-2012년
기준 구매 비중

주요 차량 부품
(예시)

공동발주
가능 총액
억 원 도철 메트로

차륜 140 11% 7%

그리스 및 오일 류 40 4% 1%

개스킷 15 1% 1%

필터 중 일부 30 2% 2%

유통구매

70%제작구매

30%

▪ 특정 전동차
Spec에 맞는
부품 제작구매

▪ 유통 업체를 통한
부품 구매

▪ 낮음
– Spec 별 제조업체 독점인

경우 다수임

▪ 상대적으로 높음
– 여러 업체가 표준화 부품

유통 가능
– 유통구매부품 중 50% 

표준화되었다고 가정

Spec이 같아
동일업체
제작구매
가능

표준화
부품을 동일
유통업체에
서 구매 가능

부품 구매 경로 구매방법 설명 공동구매 가능성

브레이크 라이닝 56 5% 2%

760
820

1,580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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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품 조달
Turn-key 발주

계약 업체
통일화
(업체 단일화)

두 운영사의
상세 Spec 
통일화

여러 방안을 통하여 양 운영사 차량 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음

단기적

장기적

방안 설명 예시

▪ 구매품목 및 물량 공동 확대발주로, 
업체 단일화를 통한 비용 절감율을
높일 수 있음

▪ 특히 유통 구매의 경우, 단기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안임

▪ 제작 구매: 차륜, 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슈, 고체윤활제, 주습판
등

▪ 유통 구매: 그리스, 오일, 윤활제 및
기타 링 류, 스프링 등

▪ 양 운영사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Spec 통일이 가능함

▪ 장기적인 R&D를 통해 공통 부품의
비중 ~80%로 증가 가능함

▪ 기존 양 운영사의 인프라 및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부품(예, 
인버터, 제동장치, ATC 일부)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 통일화

▪ 차량 부품 조달을 담당하는 업체와
Turn-key 계약을 통해 부품 구매
위임
– 업체의 구매비용 절감액을

인센티브로 연동시켜, 전체
부품에 대한 비용 절감율을
높일 수 있음

▪ 해외 벤치마킹
– 전동차 제작사에 차량부품 소싱

업무를 위임함

4
구매 (저장품) – 제약 사항 극복 방안 도출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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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직 공동운영을 통해 인건비 절감 기회가 존재함

1,411

191

780

440

▪ 구매 통합

본사 중복 업무
조직 간소화

현업 조직 공동
운영

▪ 일부 조직
공동운영

총 기대효과

선로설비공사

전동차

I

II

양 운영사 간 잠재적 시너지 창출 기회 (2014~2017)

▪ 양 운영사의 조직을 일원화 운영할 경우 중복 업무 인력의 간소화를
통해 연 간 약 300~31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본사 중복 업무 조직 간소화
– 양 운영사의 업무 영역이 대부분 중복되는 Back-office(예, 구매, 

기획, 재무, 법무, 홍보, 교육 등), 비운수사업 운영 조직의 경우
일원화로 인한 인원 절감이 가능함

– [Back-office 조직] 연 간 약 140명 (약 90억 원) 절감 가능
– [비운수사업 운영 조직] 연 간 약 30명 (약 20억 원) 절감 가능

– 일부 현업조직 공동운영
– [역무] 양 운영사 간 환승역에 대해서 공통 역장을 둠으로써 연

간 약 13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함
▫ 21개 환승역 x 평균인건비 6,500만 원

– [차량] 양 운영사 중정비창을 공동운영, 기존 중정비창 1개
통폐합 통하여 약 123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함
▫ 1개 기지 중정비 인력 164명 x 평균 인건비 7,500만 원

– [관제] 양 운영사 관제센터를 공동운영 함으로써 약 104명
(51억 원) 절감 가능
▫ 절감 가능 인원: Supervisor, 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원 인력

(약 104명)
▫ 초기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년간 약 20억 원 = 306억 / 

15년
- 초기 투자비1 = 건물 신축 및 이전 비(194억 원) + 용역 및

설계비용 (112억 원)
– [콜센터] 메트로, 도철 및 메트로9호선의 공동 외주 운영을 통해

연 간 약 8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내부 인력 14명 절감 (Utilization 증가 효과)
▫ 초기 투자 비용 약 25억 원 (25년 감가상각) 

5

6

1

2

5

6

세부 설명

전로설비공사3

구매 통합으로 인한 예상 비용 절감액

억 원

저장품4

총 비용 예상 비용 절감액

▪ 신사업 공동 추진으로 인한 매출
증대

III

1 서울시 교통본부의 지하철 관제 센터 통합구축 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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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사 일부 조직 공동 운영 시, 중복 업무 수행 인원의 감축에 의해 연간
~310억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됨

조직 분류

FTE, 2012

도철 시너지 기회 근거메트로

▪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 인원수가 비례하여 늘지 않음

본사

현장

지원부서 (예: 재무, 
HR, 법무, 홍보 등)

역무

R&D

신사업

운수운영

관제

차량

기술

승무

Call center

총합

▪ 중복 업무에 대한 인원 절감 가능한 도철 내
신사업 인력 수가 적어 일원화 효과가 제한됨

▪ 양 운영사 간 환승역에 대해서 업무 효율화로
인한 중복 인원 절감 가능 (예. 역장)

▪ 업무 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수가 필요함

(~104) ▪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시, Supervisor, 시스템
유지보수, 사무지원에 대한 중복 인원 절감 가능

▪ 완전 통합 (외주)(~14)

(~211)

(~301)

(~140)

198

외주

1,905

2,003

43

224 (현업
97명 포함)

381

265

2,038

2,058

209

28

2,110

1,682

75

~30

315

226

1,128

820
(+400 외주)

H

L

M

L

H

H

9,115명6,594+a명 483 명

L ▪ 각 운영사 유지보수 부품 국산화 및 스펙
공통화를 위해 인원 유지 필요

▪ 업무 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수가 필요함

M

▪ 업무 성격은 유사하나,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수가 필요함

L

▪ 양 운영사 중정비창 최적화를 통한 기지 통폐합
시 인원 절감 가능

= 306억 원/년1 (본사 111억, 현업 195억) 

1 메트로와 도철의 신사업 분야가 거의 중복되고 메트로 대비 도철의 인력이 매우 작아 통합 시 도철 인력 수 만큼 절감 가능함을 가정함
2 메트로와 도철간 환승역 23개 중 현사 위탁의 형태로 1인 역장을 두고 있는 2개 역을 제외한 21개
3 평균인건비 6,500만원 적용 (양 운영사 평균). 관제 및 콜센터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에 의한 감가상각(15년)을 고려함

5

6

(~164)H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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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office 및 부대사업 인건비 절감MTR-KCRC 통합

 2007년 12월 MTR와 KCR 통합
 통합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가 주

목적
 MTR이 KCR의 전 사업을 (운영사업, 

부대사업 포함) 흡수하고 KCR의 주주에게
매년 정액 수수료 제공

일일
승객수
만 명

인력 수

역사 수

궤도
Km

160
252

6,0496,639

35
50

11391

운수사업
현업

지원부서
(회계 등)

부대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철도사업

2007년
명, 통합 전 MTR1

2008년
명, 통합 후 MTR

인원 증감률
퍼센트

8,7088,937

1,2351,530

125138

1,1701,141

197
135

-3%

-19%

-9%

-3%

+46%2

1 2007년 통합 전 HK MTR과 KCR의 인력 수의 합
2 통합 후 2008 해외철도사업(중국)을 위해 추가 인력 다수 영입함

[본사] 홍콩 MTR-KCR 통합 사례에 의하면 두 지하철 운영사의 조직 일원화
운영 시 본사의 지원부서 인력의 약 20% 절감이 가능함

5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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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관제 센터의 공동 운영을 통하여 연간 약 49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산하 3개 지하철 운영사의 관제 통합을
통해 공공성 증진과 비용절감이 가능함

1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메트로 9호선 2 도철 관제센터 운영 방식에 기반함 3 홍콩 MTR 합병의 경우
4 메트로 자체 분석 결과 5 열차와 전력 관제의 선임관제사, 선임차장, 관제부장, 통합차장을 포함함 6 25% 인원 절감을 가정함
7 통합관제 이전 1호선, 5호선 관제 선투자 시, 통합관제 때의 재투자비 고려 8 비 통합 시에도 투자가 필요한 금액으로 통합을 위한 투자 금액에서 제외함

▪ 배경 및 개선 방향성

– 서울시 주요 3개 지하철 운영사1가 각각
관제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운영 상의 비효율 존재

– 3개 운영사 관제 설비를 한 곳에 통합하여
종합관제 센터를 운영함

▪ 기대 효과

– 각종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제/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지하철 운행의
안전성이 증대됨

– 통합 관제로 인한 인력 운영 효율성 증대로
인해 비용 절감이 가능함

6

71

비용절감액

48~51

초기투자
감가상각

20~23

인건비
절감액

관제센터 통합에 의한 예상 비용 절감 (년간)
억 원

▪ 통합 시 절감 가능한 인력

– [관제 Supervisor] position 별로 1~2개 노선 당 1인씩 배정되어 있는 현재
대비, 통합 시 전 노선에 대해서 1인이 역할 수행 가능2

– [시스템 유지보수]
▫ 인력: 고장 등 비상 시 대처가 주 업무인 유지보수 인력의 경우 통합 시

약 25% 절감 가능3

▫ 재료비: 시스템 통합 시 저장품 SKU 감소로 인한 재고비 절감 가능

– [지원 인력] 지원을 위한 사무 직군의 경우 통합 시 약 25% 절감 가능3

▪ 예상 절감 인력

– [메트로] 69명4

– [도철] 35명 = 관제 Supervisor 12명5 + 시스템 유지보수 20명6 + 지원
인력 3명6

년 간 인건비 절감: 총 ~115명 (=71억 원)

년 간 투자비: 약 20~23억 원

▪ 관제 센터 통합을 위한 초기 투자비는 약 306~3477억 원으로 추정됨

– 시스템 구축 비용8

▫ 메트로: 716억 원

▫ 도철: 200억 원

▫ 9호선: 180억 원

– 통합 비용 (건물 신축, 용역, 설계): 306~3477억 원 (내구연한 15년 가정
시, 년간 약 20~237억 원의 초기 투자 감가상각비 발생)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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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도철 관제 인력 운영 현황 (열차/전력 관제를 위한 조
편성1) 5/8호선 상시 인원 (12.5명)

열차 관제 (8명) 전력 관제 (4.5명)

5호선

8호선

관제사

관제사

관제사

스크린

관제사

관제사

스크린

관제사

관제사

스크린 관제사 스크린

선임
관제사

선임
관제사

▪ 선임차장 1명, 관제부장 1명 ▪ 5678 통합차장 0.5명

6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사를 제외한 <선임관제사, 선임차장, 관제부장 등의
Supervisor 인력>의 경우 통합 시 1인이 다수의 노선 업무 동시 수행 가능함

1 3조 2교대 편성. 6/7호선의 경우 5/8호선과 같은 수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 513

[Back-up] 메트로 및 도철 통합관제 이전 관제 설치 선투자 시 비용

각 운영사 통합관제 이전 선투자 및 관제 설치 시

6

1 도철 현재 안전진단용역 진행 중이며 2013년 9월 말 상세 매몰비용 및 재투자비용 결과 도출 가능함.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비용 산출

▪ 1호선 관제
– 예상투자비용

98억
(신호, 전력, 
통신분야)

▪ 5호선
– 예상투자비용

96억
(신호, 전력, 
통신분야 및
전원장치, 건축
포함)

▪ 약 13.7억
– 운영PC, 

제어탁, 
시운전비, 
설치비 등

예상 선투자 비용 예상 매몰비용
통합관제 호환 위한
재투자 비용

▪ 약 20.5억

▪ 약 13.4 억1 ▪ 약 20.1억1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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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비] 중정비창 운영 최적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지 통폐합을 통한
비용 절감, 단기적으로는 타 운영사 중정비 위탁을 통한 추가 매출이 가능함

비용 절감 – 조직 시너지

6

중정비창 분리 운영으로 비효율 존재함

1 연간근무가능일수(252)/평균소요기간(19)*6편성 2 연간근무가능일수(252)/평균소요기간(19)*8편성 3 도철 소유 총 207편성, 4년 주기
4 메트로 소유 총 200편성, 2.6년 주기 5 코레일 일산선 위탁 맺은 전동차 수 포함
6 코레일 물량 및 임시검사 물량 포함했을 경우 변동 가능 (2013년 기준 메트로 임시/정기검사 중정비 Utilization율 97%)
7 도봉기지 통폐합 가정 시 인건비=5500만원*44명 (내부 중정비 인원)+2800만원*93명 (외주인건비) 
8 군자기지 통폐합 가정 시 인건비=7500만원*164명 (중정비 인원)
9 이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메트로 추가 수익=29편성*이윤, 도철 이윤=21편성*이윤 (인건비, 용역비 제외한 원가비중 메트로와 동일 가정)

▪ 1년 추가
중정비
가능한
편성 수

통합 운영 시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절감이
가능하며, 타 운영사 중정비로 추가 매출 가능함

현재
중정비
필요 물량

추가
중정비
가능 물량

▪ 29

▪ 연간 중정비
가능 편성 수

▪ 1062▪ 801

▪ 연간 양 공사
중정비 편성
수5

▪ 774▪ 513

▪ 29

▪ 중정비창 수 ▪ 3 (군자, 신정, 
지축)

▪ 2 (고덕, 도봉)

▪ Utilization율6 ▪ 73%▪ 64%
▪ 타 운영사 (신분당선, 9호선, 경전철 등)

중정비 위탁을 통한 추가 매출 가능

– 양 운영사 추가 중정비 가능물량 총
58편성에 대해 타운영사 물량 위탁
중정비 가능

– 연간 약 21억 원9 추가 수익 가능

▪ 양 운영사의 중정비창 통합 운영 (예시)
– 양 운영사 중 하나의 기지 통폐합

가정 시, 연간 물량을 다른 운영사
기지에서 중정비 가능

– 하나의 기지 통폐합 시, 필요
투입인력 25-50% 감소가 가능하고, 
이는 인건비 50억7-123억 원8 에
해당하는 금액임 (정기검사
기준이며, 최적화 통한 임시검사
물량 조정 필요)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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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콜센터의 경우 현재의 낮은 Utilization을 고려할 때 양 운영사 및
메트로 9호선을 통합 외주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함

통합운영 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2콜센터 분리운영 시 비효율이 존재함

낮은
Utilization 
rate1

퍼센트

관리인력
중복

1 1인당 처리가능 콜 수 80건으로 가정함
2 서울시 교통본부의 콜센터 통합 방안 기준

38

86

각 공사 모두
고객응대를
위해 수요
대비 추가
인원을
운영하여 양
공사 총 콜 수
대비 과도한
인력 배치

▪ 관리인력은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인력 수와 큰 관계 없이 고정된 인원이
필요함

▪ 하지만 양 공사 별 독자적 콜센터 운영에
따라 필요 이상의 관리인력 존재

– 서울메트로 3명

– 도시철도공사 3명

분리운영, 통합운영 시 필요 인원
명

32

46

통합분리

▪ 필요인원 14명 감축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필요 인건비 약 9억 원
감소

▪ 추가적으로 통합을 통해 서울
지하철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민원상담 처리 가능

▪ 초기 투자 비용 25억 원에 대해서
25년 간 감가상각을 가정하면 년간
약 8억 원의 인건비 절감 가능

6
조직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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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운영사 간 신사업 공동 추진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임

A

1,411+A

1,411

▪ 구매 통합

본사 중복
업무 조직
간소화
현업 조직
통합 운영

▪ 일부 조직
공동운영

총 기대효과

선로설비공사

전동차

I

II

양 운영사 간 잠재적 시너지 창출 기회 (2014~2017)

1

2

5

6

세부 설명

전로설비공사3

III

구매 통합으로 인한 예상 비용 절감액

억 원

저장품4

총 비용 예상 비용 절감액

▪ 신사업 공동 추진으로 인한 매출
증대

III

1 서울시 교통본부의 지하철 관제 센터 통합구축 타당성 연구 결과

매출 증대 – 신사업 시너지

▪ 국내외 철도 사업 공동 추진
– [메트로]

▫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역량을 기 보유
중임
- 7년 전부터 철도사업 본격 추진 해옴 (김해

경전철 운영, 김포 경전철 PM/SE 경험 보유)
- PM 전문 인력 ~100여 명 보유 중

– [도철]
▫ 메트로 대비 비교적 최근 철도 사업에 진출하여

프로젝트 수주 및 PM역량이 부족한 편임
▫ 반면, 자연 퇴직인원이 적어 조직 효율화 후

철도운영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유휴 인력
500~1000명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 [협력 방안] 서울메트로가 프로젝트 수주 및
PS/SE의 역할을 맡고, 수주 후 승무원/기술인력의
외부채용 대신 도시철도공사의 유휴인력을 활용

▪ 부대 수익 사업 공동 추진
– 메트로와 도철의 사업 영역이 중복되고, 양 운영사

모두 충분한 역량을 기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Best 
Practice 공유 및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너지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 향후 서울시 차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 운영사의
공동 자회사 혹은 통합 외주 위탁을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및 지하아케이드 개발 공동 추진 및 역량 개발
(TBD)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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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철도사업 시너지7
매출 증대 – 신사업 시너지

협력 방안양 공사별 철도사업 역량우위 확보 부분

PM

SE

운영 효과성
(서비스/안전)

운영 효율성

부대사업

인력 조달
용이성

▪ 김포 경전철 PM 사업
수행경험 보유 및 PM 
전문인력 ~100명 확보

▪ SE 전문인력 ~200명
육성/확보

▪ 조직 효율화 후
자연퇴직 인원이
부족해 유휴인력 발생

▪ 양 공사간 뚜렷한 역량차이 없음

– 양 공사는 매우 유사한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질/안전/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큰 차이 없음

– 상가임대사업 또한 편의점/화장품 등
브랜드업체 입점 및 네트워크 임대
등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어 역량상
큰 차별점 없음

▪ 국내/외 철도사업은 서울메트로 주도

– 서울메트로는 7년 전부터
철도사업을 추진한 반면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2년 전부터
철도사업 추진 시작

– 서울메트로는 김해 경전철 운영
프로젝트 및 김포 경전철 PM/SE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노하우 확보

▫ 예, 건설 후 초기 세팅 역량, 인력
조달 및 교육 역량 등

– 도시철도공사가 프로젝트 수주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므로 서울메트로 독자 주도가
효율적임

▪ 단, 프로젝트 수주 후 인력 조달은
도시철도공사 활용

– 도시철도공사는 조직효율화 후 약
500~1,000여 명의 유휴인력 발생

– 서울메트로는 프로젝트 수주 후
승무원/기술인력 외부채용 대신
도시철도공사의 유휴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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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시너지8
매출 증대 – 신사업 시너지

단, 자회사 설립 시 통합운영 가능상가임대사업/광고사업 시너지 미미함

상가임대
사업

광고사업

▪ 역량수준 및 사업방식이
매우 유사해 Best practice 
공유 여지가 미미함

▪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를
통한 임대단가 상승여지
존재하지만 매출의 ~10% 
상승 수준으로 효과가
부분적임

▪ 역량수준이 유사해 Best 
practice 공유 여지가
미미함

▪ 이미 양 공사 모두 매체사
대상으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체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수료율 감소 등 계약
추가 개선이 어려움

▪ 통합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시너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상가임대사업
의 네트워크
임대단위 증대
효과 외에
특별한 시너지
없음

– 외부이관을
통한 평가/보상
시스템 개선 및
외부 전문가
조달이 더욱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상가임대사업 및 광고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외부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공격적인 성과평가/보상
시스템 구축 가능

–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 채용
가능

▪ 단, 자회사 설립 시 양 공사의
역사를 통합하여 외부이관 시
관리/운영의 효율성 확보 가능

– 별도의 자회사 설립 시, 
중복적인 관리/ 감독 인력 및
프로세스 필요

– 외부 전문가 중복 영입 필요
없어 필요 인건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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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프로젝트 핵심 요약

II.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자체 추진 경영 개선안

III. 양 운영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IV. 서울시 관련 기관 협의 필요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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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역사명 병기

▪ 역사 설계 개선

▪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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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아이디어 소개
역사명 병기

1 이외에도 2013년 9월부터 마드리드 지하철 '솔 광장'역을 '보다폰-솔'역으로 개명함. 3년간 300만 유로(약 46억원) 지급

사업 모델배경

▪ 지하철 안내 시설물에 역명과 함께 기관명을 부기하는
역명부기상품을 각종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매
– 변경시설물: 폴사인, 캐노피노선띠 역명판, 

타원역명판, 기둥역명판, 스크린도어 역명, PSD
단일노선도 변경
▫ 전체노선도는 공간이 부족하고 노선도가

지나치게 혼잡해지므로 역명 부기에 어려움
▫ 설치위치: 역사 외부 출입구, 외부출입구, 승강장, 

승강장 기둥, 대합실 및 전동차
▫ 추가로 차내 안내방송 변경

▪ 정해진 계약절차 및 조건에 따라 역사 선정
– 1역 1기관 역명 부기 원칙
– 모든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 총액입찰, 최고가 낙찰

▫ 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 조건에 따라 역사 선정
▫ 계약기간 5년
▫ 역사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업체

- 예: 역사 반경 2km 이내의 다중이용 시설
▫ 지하철 이미지 및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업체
▫ 추후 위반사항에 따른 부기 취소 가능

– 5개역을 우선 시범 시행한 후 점차 확대
– 출입구역 유상판매는 즉시 시행 가능

▪ 현재 병기/부기 표시가 된 기관들을 유상판매로 전환
– 현재 이미 병기/부기 표시가 된 역사들을 대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유상판매로 전환
– 예. 코레일 약 40개 기존 역사 역명 부기 유상판매

▪ 계약 기간: 10년

▪ 계약 가격: 역사 위치, 유동인구 수 등을 바탕으로
가격이 산정됨

– 최대가격은 연간 370억에 달함 (Nakheel역)
– 최소가격은 연간 20억 수준

판매 대상

계약 구조

▪ 전체 역사 중 23개 역사 및 2개 노선의 역사명을 Nakheel, 
Emirates Airlines, Sharaf DG, First 선도기업에 판매하여
연 800억 이익 창출

해외지하철 1(두바이 RTA)의 역사명 판매

▪ 부기: 공식역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역 내의 역명판, 역사
외부의 역간판, 출입구의 역간판 등 시설물 아래에 부기하여(곁들여서) 사용되는
역명

▪ 국내/외 지하철 운영사들은 이미 역사명 유상판매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코레일 약 40개 역사 역명 부기 유상판매
– 인천교통공사 총 29개역 중 17개역 부기 판매
– 부산, 대구 지하철 또한 각각 약 17개, 8개역에서 시행

▪ 국내의 경우, 민원 증가 및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 대한 반대여론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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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시, 주요 역사중심으로 역당 연 4억~15억 원의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2)

1 이외에도 2013년 9월부터 마드리드 지하철 '솔 광장'역을 '보다폰-솔'역으로 개명함. 3년간 300만 유로(약 46억 원) 지급

서울메트로 사례

역사명 병기

역사명 부기시 역당 연 4억~15억의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함
국내외 운영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역사명 부기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1. 기존 역사명에 새로운
기업/기관명이 추가되는
역사명 병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500, %

2. 역사명 병기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N=500, %

서울 시민 의견 파악

▪ 계약 기간: 10년

▪ 계약 가격: 역사 위치, 유동인구 수 등을
바탕으로 가격이 산정함 (연 20~370억 원)

판매 대상

계약 구조

▪ 전체 역사 중 23개 역사 및 2개 노선 역사명을
Nakheel, Emirates Airlines, Sharaf DG 등
선도기업에 판매하여 연 800억 이익 창출

해외지하철 1(두바이 RTA)의 역사명 판매

대기업 특혜다

13
중립적 21

공익에 더
기여한다

66

지역 연상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13
중립적 15

지역 연상에
도움이 된다

72

▪ 국내/외 지하철 운영사들은 이미 역사명 유상판매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코레일 약 40개, 인천 1호선 약 17개, 부산지하철 약

14개, 대구호선 약 5개 역사 역명 부기 유상판매 중

61,560 2 7

주요 선정 역사 부기 가격 산정 예시
2012년, 명, 억 원

Low

High

강남역

잠실역

고속터
미널역

을지로
입구역

129,354

96,295

80,190

70,929

4 15

3 11

2.5 9

2 8

▪ 역사 부기 가격 산정 방법
– RCQ 기법: 역명 부기와 타 매체의 광고 노출도와

광고비용을 비교하여 단가 산출
– 국내 사례(부산, 코레일) 비교: 연 약 5,000만 원
– 메트로 과거 사업설명 제시 금액: 연 약 7억 원

압구정
역

산정 가격일평균 승하차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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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부기 가격 산정

역사명 부기 시, 주요 역사중심으로 역당 연 4억~15억의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2)

역사 가격 산정 방법

과거
메트로
제시 가격

▪ 서울메트로가 사업설명을 위한 을지로입구역
주변 기업체 방문시 연 7억 원 이상을 제시함
– 월 6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나 추후

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가 산정
– 이 금액에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함

RCQ 기법

타 역사
부기 가격
비교

▪ 역명부기 시 노출도를 (=Reach) 계산함

▪ 1노출당 광고대상에게 인식되는 정도를
(=Quality) 반영해 노출도를 (=Reach) 보정함

– 역명부기 광고의 경우, 모든 광고매체 중
Quality가 가장 낮은 광고매체를 (i.e., 
길거리 옥외광고, 온라인 팟캐스트 광고) 
Proxy로 활용

– TV, 라디오, 신문의 한국의 3대 매체의
인식정도가 보정된 노출도(=Quality-
adjusted reach) 당 광고단가를 도출함

▪ 역명부기의 인식정도가 보정된 노출도에 3대
매체의 인식 정도가 보정된 노출도 당
광고비용을 적용하여 최종 광고단가 산출

▪ 국내 타 운영사 대비 높은 금액
▪ 부산 지하철 역당 연 약 5000~6000만원, 코레일

두정역(백석대학교) 연 약 4500만 원

주요 선정 역사 부기 가격 산정 예시
2012년, 명, 억 원

산정 가격

천호

가산
디지털
단지

광화문

오목교

여의도

일평균 승하차 인원

20,000

28,000

33,500

36,000

43,000 1.3 5.0

4.2

3.9

3.2

2.3

1.0

1.1

0.6

0.9

High

Low

도시철도공사 사례

역사명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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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서울 시민 의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역사명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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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역사명 병기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 시민 인터뷰 결과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업을 활용해서 적자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큰 것 같다

- 27세, 서울시 마포구

Q2. 기존 역사명에 새로운 기업/기관명이 추가되는
역사명 병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적응되면 헷갈릴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지역과 함께 랜드마크가 떠오를 것 같다

- 23세, 서울시 동작구

실제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연동되면
지역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편할 것 같고 편의성이 증대될 것 같다

- 27세, 서울시 마포구

그 지역의 상징을 더 잘 연상시켜주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략) 병행표기 한다고 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44세, 서울시 중구

적자 보존 차원에서 (역사명 병기를) 할
수 있다면, 기업이 돈을 내는 게 나은
것 같다

- 37세, 서울시 강북구

돈 있는 기업이 홍보도 하면서 환원의
입장도 되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42세, 서울시 서초구

역사명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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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출입구명 유상 판매

역사명 부기 유상 판매

역사 공간 프로모션 추가Phase 2 (2014~)

Phase 3 (2018~)

Phase 1 (2013~)

▪ 역사명과 함께 입찰된 기관/ 
업체명 표시

▪ 추가로 차내 안내방송 변경

역사당 연
예상 이익
(최고액
역사

강남역
기준, 

백만원)

상세 내용

HK MTR의 내부 역량 및 외부기회요소 (예, 중국/홍콩 경제성
장, 정부지원)를 시기 적절히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포트폴리
오 구축

▪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출구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함께 추가로 입찰된
기관/업체명을 표시

▪ 종합안내도, 출구 명판, 폴사인

내용
▪ 역 출입구명에 기관/업체명을

출구번호와 함께 표기

▪ 역 내의 역명판, 역사 외부의
역간판, 출입구의 역간판 등
시설물에 기관/업체명 부기

시민 수용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
단, 역 출입구명 및 역사 유상판매는 승인절차 및 시설물 변경 속도에 따라 동시 시행 가능

▪ 역사명 부기에 시너지가
발생하여 광고 수익 극대화

▪ 산출근거
– 부기 역사에 역사 공간

광고 시, 추가 시너지 발생
– 역사명 부기 금액 + 

Wrapping 광고액x120%

▪ 역사명 부기와 함께 역사에
해당 업체가 프로모션 전담
계약

▪ 수익을 증대하고 향상된
서버스를 통해 시민 편의 증대

역사명 병기 유상 판매 수행 로드맵
역사명 병기

▪ 부기와 함께 기관/업체가 역사
공간의 일부분을 전담하여
프로모션 진행

▪ 장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광고 수익 증대 가능

▪ 노출되는 대상이 역사명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 수익은
적음

▪ 산출근거
– 역사 출입구 조명광고 가격~ 

역사 출입구 Wrapping 광고
가격 수준으로 책정

▪ 노출되는 대상이 많아 높은
광고가치를 지님

▪ 산출근거
– RCQ (광고 노출도)기법
– 타역사 사례 (연 약

5000만원)
– 메트로 사업설명 후 제시

금액 (연 약 7억원)

산정가격 30 40 산정가격 1000 2100산정가격 400 1500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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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 필요조건 및 실행방안

과거 서울 지하철 공사 노력

▪ 잠재적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에 대한
관심도 사전 조사

–잠재 광고주들의
긍정적인 답변 확인 (예. 
SKT, 하나은행, 
현대백화점 등)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교통본부에 지속적으로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 건의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
허가

–역사명 부기 권한을
지하철 운영사에게 부여

필요조건 실행방안

역사명 병기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지명위원회의 승인

– 역사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지역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훼손함

▫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고
계약에 따라 역사명이
자주 바뀌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공공재를 활용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임

▪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

– 설문조사 결과, 12%만이 대기업 특혜라고
생각함 (63%가 대기업의 자금을 활용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 20% 중립)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약 70%가 오히려
지역 연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광고 및 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역사명
부기가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점 입증

– 다수의 국내외 운영사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사례로 제시

▪역사명의 과도한 교체/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 고안

– 광고주와의 계약 시 5년의 장기계약

– 다각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주체인지 철저히
검증 및 평가

– 역명 부기기관의 과실로 서울 지하철 운영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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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 Next step
아이디어 실행 예상일정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지명위원회의
승인

역사명 부기 유상 판매 준비 및
시범 역사 우선 시행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 확대

▪ 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역사명 부기의 정당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 제시

▪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 세부
실행방안 고안
– 광고주 선정기준, 부기 대상

역사, 부기 정도, 판매단가 등
▪ 별도로 출입구명 유상판매 시행

(승인 없이 자체 진행 가능)

▪ 추가 역사 선정 및 입찰 진행을
통해 점차적으로 역사 부기를 확대

▪ 부기와 함께 기관/업체가 역사
공간의 일부분을 전담하여
프로모션 진행하도록 계약 확대

▪ 역사명 부기의 광고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

▪ 진행한 부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시설물 개조, 민원 처리 등)

~’13 ~’14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대 시민 설문조사 진행
▪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를 시행 중인 운영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 및 여론 사례 확보
▪ 구체적인 역사명 부기 실행방안 준비
▪ 변경된 역사 시설물, 지도 디자인 제시
▪ 우선적으로 출입구명 유상판매 즉시 시행

역사명 병기

▪ 역사명 부기 우선 시행 역사 선정
– 역사의 특성 및 시민, 지역

주민, 도시교통본부 등
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역사 선정

▪ 입찰 프로세스 및 평가기준 수립
▪ 주변 기관/업체 파악, 입찰서 모집
▪ 역사별 가격 산정
▪ 공개입찰을 통한 부기 업체 선정

– 산정된 가격의 2~3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발주, 
유찰시 재발주

▪ 광고주 선정 후 노선도, 표지판 등
시설물 교체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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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유상 판매 진행 절차

단계 설명

▪ 현재 역사명 병기/부기 여부에
따라 이원화하여 선정

▪ 시범으로 우선적으로 부기 유상
판매를 진행할 역사 선정 (5개
역사)

상세 내용

▪ 병기/부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 2년의 유예기간 제공 후 병기/부기 역명 사용료 부과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공개입찰로 새로운 기관/업체 선정
– 예: 잠실(송파구청), 삼성(무역센터), 교대(법원, 경찰청) 

▪ 병기/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공개입찰로 기관/업체 선정

▪ 각각에 대해 유동인구, 역의 정통성/역사성, 주민의견, 역사 주변
업체 등을 종합하여 우선시행 역사 선정

▪ 트래픽 및 노출도를 바탕으로
역사명 부기의 광고 기준가 계산

▪ 타 지역 부기 사례 참고
▪ 이전에 메트로 사업설명 업체

방문시 제시한 금액 참고

▪ RCQ (Reach Cost Quality) 기법을 통한 역명 가격 계산
– 예: 수송인원 일 13만 명 강남역 가격 8~15억 원 선

▪ 부산지하철 역당 연 약 6000만원, 코레일 두정역(백석대학교) 연
약 4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

▪ 서울메트로 사업설명시 기업에 제시한 금액: 연 약 7억 원 수준

▪ 역별로 주변 기관/업체를 상대로
공개 경쟁입찰 시행

▪ 역사 주변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
▪ 산정된 가격의 2~3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발주, 유찰시 재발주

– 예: 을지로입구역 - 하나은행, SKT, 롯데백화점 등 업체가
다수 위치하여 높은 발주가에도 입찰가 상승 기대

▪ 역사 주변에 역사명 부기 사업에
참여할 업체 파악 및 접촉

▪ 입찰단계에서는 제한사항을 최소화하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
▪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업체에 모두 공고 발송

▪ 역사 접근성, 업체/시설 이용자 수, 
시민 편의제공 여부, 역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업체 선정

▪ 자격 심사를 통해 최종 역사부기 업체 선정
– 해당 역사에서 접근성이 좋은 업체
– 일정 수 이상 인원이 방문하는 업체
– 시민 편의 제공 업체

▫ 지역 연상에 도움, 길 찾기 용이함
– 유해 업체/부정적 이미지 업체 금지

부기 우선
판매 역사
선정

역사별
가격 산정

주변 기관/
업체 파악

공개 입찰
진행

최종 부기
역명 선정

A

B

D

C

E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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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판매 절차] 공개입찰 진행 및 최종 병기 역명 선정D E
계약 절차

▪ 사업개요, 입찰개요, 계약사항, 역명 부기 광고 시안, 신청서, 서약서 등 계약전반을 다룬 내용
및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고

▪ 기존 논의를 진행했던 기관/업체에 발송

상세 내용

▪ 신청인 정보, 입찰 내용, 신청내역(대상역, 부기명), 서약서 포함 신청서 제출
▪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입찰 난립 방지

▪ 공개경쟁 입찰, 총액입찰, 최고가 낙찰제
▪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공개입찰 시행
▪ 최고가를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 선정

▪ 거리 제한: 역사에서 접근성이 좋은 기관/업체
– 예: 역 중심에서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기관/업체

▫ 1㎞ 초과인 경우라도, 도시철도 이용승객 증대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1㎞ 이내로 인정

▪ 공공기관, 대학교, 의료기관, 백화점, 호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기업체
▪ 시민 편의 제공 업체: 지역 연상에 도움이 되는 부기
▪ 유해업체, 부정적 이미지의 업체 금지

▪ 계약기간 5년, 1역 1개 기관/업체 원칙
– 5년 계약기간 후에 다시 공개입찰을 시행
– 역명 부기기관의 과실로 지하철 운영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
▪ 부기와 더불어 (혹은 선행하여) 부가 계약 체결 가능

– 우선시행: 역 출구에 직접 업체/기관/시설 이름을 표기
– 추후방향: 통합 계약을 통해 역사 내 특정 구역을 부기 기관/업체에서 홍보공간으로 활용

▪ 시설물 변경1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기 업체가 전액 부담, 역 구내 및 전동차 노선도, 
안내방송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은 균등 분담함

입찰 공고

공개 경쟁
입찰

역명부기 신청서
제출, 보증금

납부

심의 진행
(선정 기준)

계약 체결

1 역사당 약 1,000~1,500만원 수준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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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선정기준

계약사항계약사항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절차

[병기 판매 예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기 선정기준 및 계약사항

▪ 부기 개수: 1역에 1개 기관으로 제한

▪ 거리: 역 중심에서 반경 2㎞ 이내 소재기관

– 단, 해당 사업소장이 역세권으로 인정하는 경우
5km까지 가능

▪ 선정 우선순위: 1) 공공기관 2) 학교(대학교, 대학 순)
3) 의료기관(국립,시립,사립 순) 4)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5)기타 미풍양속 및 우리공사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기관(기업)

▪ 부기 개수: 1역에 3개 기관 부기까지 가능

▪ 거리: 역 중심에서 반경 1㎞ 이내 소재기관

– 1㎞ 초과인 경우라도, 도시철도 이용승객 증대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1㎞ 이내 인정

▪ 선정 우선순위: 1) 사립학교(대학교, 대학 순) 2) 종합
병원 또는 100병상 이상 병원(국립,시립,사립병원 순) 
3) 백화점, 호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인지도가
높고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 4) 
미풍양속과 공사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공중에게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은 제외

▪ 계약 기간: 3년

▪ 소요 비용 부담: 역명 부기 기관명 최초 표기 및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는 인천교통공사가 부담함. 그 외
계약자의 사정으로 표기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는
계약업체에서 부담

▪ 계약 및 지급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보증금(광고 시설물 사용료의 지급 이행 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연체료: 연 17%의 연체요율을 미납 광고시설
사용료에 가산하여 납부

▪ 계약의 해지: 역명부기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천교통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 3자 부기 양도 등 해지사유 위반 시 가능

▪ 계약 기간: 5년

▪ 소요 비용 부담: 병행표기 역명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안내표지 등의 정비비용 일체는 병행표기 기관에서 부담

▪ 계약 및 지급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보증), 지급보증금 (광고 시설물 사용료의 지급 이행
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연체료: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평균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징수

▪ 계약의 해지: 역명부기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연체료를 90일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 3자 부기 양도 등 해지사유
위반 시 가능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D E



| 532

시사점설명

[Backup] 해외 지하철 역사 공간 할당 프로모션 사례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예: 서울메트로 선릉역에서

열었던 Tesco Homeplus
가상 스토어 또한 이러한
기업 전담 프로모션의 일환
▫ 역내 광고판 등에 진열된

상품 사진에 바코드나
QR코드를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을 온라인 판매

▪ 통합 계약을 부기판매에
추가하여 역사 전체 혹은 일부
공간을 기업이 전담하여
프로모션에 활용 가능함
– 역사명 부기 계약 시 기업에

지하철 공간 프로모션
권한을 함께 판매하여 수익
극대화

– 단기 프로모션 계약 뿐만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기업이 해당
역사를 관리하도록 함

▪ 국내외 지하철사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 특히 역사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양한 광고기법으로 활용함

– 예: 서울메트로 선릉역 Tesco Homeplus 가상 스토어, 시카고 지하철
Peapod 가상 스토어, 프라하 Proctor & gamble 가상 스토어, 파리
지하철 Auber역 IKEA 가구 프로모션

해외 역사 공간 전담 프로모션 사례

파리지하철 IKEA 프로모션

창의적인
광고

▪ 작은 공간에서도 IKEA 가구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프로모션
– 여러 개의 공간에서 5명의 지원자가 1주일간 실제로

생활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유리로 설계되어 있음

편의성 증대
▪ 더불어 실제로 승객 편의시설(예. 의자)를 이케아

제품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역사 미관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증대

▪ 프로젝트명: “The IKEA Apartment – 54 Square-Meter Ideas to Life”
▪ 프로모션 기업: IKEA
▪ 장소: 파리 Auber station(총 581 square feet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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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예시 – 압구정역 (1/3)

1. 폴사인 2. 캐노피 노선띠 역명판

변경 전 변경 후

3. 타원역명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서울메트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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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예시 – 압구정역 (2/3)

4. 기둥역명판

5. 스크린도어 역명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서울메트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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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 병기 예시 – 압구정역 (3/3)

6. 단일노선도

변경 후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서울메트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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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파악시장 동향

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 역세권 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역사명 부기 의사에 대한 미팅 진행
▪ 진행된 11개 업체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사를 보임

– 특히, 을지로입구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여러 업체가 다수
위치해있는 역사 부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함

주요 역사 시장 조사 결과

역사명 병기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N=500, %

대기업 특혜다

13

중립적 21

공익에 더
기여한다

66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한글, 중국어, 
일본어 함께 표기하면 좋겠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매우 참신하고 긍정적인
사업이므로 적극 검토하겠다

-SK 플래닛 (SK 그룹 광고 대행사)

좋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본점

중립적

지역 연상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13
15

지역 연상에
도움이 된다

72

기존 역사명에 새로운
기업/기관명이 추가되는 역사명
병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500, %

역사 업체명

을지로입구
하나은행

SK텔레콤

압구정 현대백화점

종로5가 두산아트센터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충무로 대한극장

신설동 동아제약

잠실나루 서울아산병원

신촌 파고다어학원

종각 영풍문고

건대입구
건국대학교병
원

긍정적 의사를 답한 업체들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서울메트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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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국내 타 운영사 부기 유상판매 현황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공사, 코레일)

▪ 부평구청
▪ 부평
▪ 계산
▪ 작전
▪ 갈산
▪ 부평시장
▪ 간석오거리
▪ 인천시청
▪ 예술회관
▪ 인천터미널
▪ 신연수
▪ 동춘
▪ 캠퍼스타운
▪ 테크노파크
▪ 지식정보단지
▪ 인천대입구
▪ 센트럴파크
▪ 하단
▪ 대티
▪ 장전
▪ 덕천
▪ 숙등
▪ 남산정
▪ 장산
▪ 센텀시티
▪ 남천
▪ 경성대.부경대
▪ 대연
▪ 부암
▪ 수정
▪ 양산

▪ 안산선
▪ 안산선
▪ 경인선
▪ 경인선
▪ 경인선
▪ 경인선
▪ 경인선
▪ 경인선
▪ 경인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경부선
▪ 장항선
▪ 장항선
▪ 경의선
▪ 경의선
▪ 경의선

인천
1호선

안산선

경인선

장항선

호선 역명 역명부기 호선 역명 역명부기

대구 호선

▪ 부평 세림병원
▪ 카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 경연여자대학교
▪ 한마음병원
▪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 한길안과병원
▪ 나사렛한방병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롯데백화점 인천점
▪ 푸른세상 안과
▪ 가천대메디컬캠퍼스
▪ 나사렛국제병원
▪ 연세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천본부
▪ 인천카톨릭대학교
▪ 투모로우시티
▪ 주)포스코건설
▪ 부산본병원
▪ 동주대학
▪ 부산가톨릭대학교
▪ 부산과기대
▪ 부민병원
▪ 부산폴리텍대학
▪ 해운대백병원
▪ BEXCO. 신세계
▪ KBS. 수영구청
▪ 동명대학교
▪ 고려병원
▪ 온종합병원
▪ 방송통신대
▪ 시청.양산대학

경부선

부산
호선

분당선

경원선

호선 역명 역명부기
일산선 ▪ 대화

▪ 복정
▪ 이매
▪ 죽전
▪ 신이문
▪ 성북
▪ 월계
▪ 방학
▪ 망월사
▪ 덕정
▪ 동두천중앙

▪ 킨텍스
▪ 동서울대학
▪ 성남아트센터
▪ 단국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광운대
▪ 인덕대학
▪ 도봉구청
▪ 신흥대학
▪ 서정대학
▪ 한북대학

과천선

▪ 진천
▪ 성당못
▪ 반월당
▪ 죽전
▪ 서문시장
▪ 상록수
▪ 정왕
▪ 구일
▪ 개봉
▪ 온수
▪ 역곡
▪ 소사
▪ 부천
▪ 부평
▪ 독산
▪ 관악
▪ 명학
▪ 군포
▪ 의왕
▪ 병점
▪ 서정리
▪ 지제
▪ 성환
▪ 직산
▪ 봉명
▪ 배방
▪ 화전
▪ 풍산
▪ 파주
▪ 대공원
▪ 평촌

▪ 보강병원
▪ 세강병원
▪ 현대백화점
▪ 구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
▪ 안산1대학
▪ 한국산업기술대
▪ 동양공전
▪ 한영신학대학교
▪ 성공회대
▪ 카톨릭대
▪ 서울신대
▪ 부천대학
▪ 카톨릭대성모자애병원
▪ 하안동입구
▪ 안양예술공원
▪ 성결대
▪ 한세대
▪ 철도대학
▪ 한신대학교
▪ 국제대학
▪ 한국복지대학
▪ 남서울대학교
▪ 충남테크노파크
▪ 순천향대병원
▪ 호서대
▪ 한국항공대
▪ 에니골
▪ 두원대학
▪ 서울랜드
▪ 한림대성심병원

서울 지하철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지하철 운영사에서

역사명 부기 유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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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운영사에서도 2006년 이후로
공개입찰을 통해 부기 역명을
선정함

시장 동향 및 고객 니즈 분석

코레일 역사명 유상 부기 시행 과정

연도 내용

▪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부터
기존 역사명 병기
기관으로부터 연 약
4000~5000만원 사용료를
받음

– 현재 약 17개역에서 연
8억 원 이상 창출

▪ 대구도시철도 공사도 2012년
이후로 역사명 유상 부기
시행하여 약 8개역에서 연
2억원 가량의 수익 창출

▪ 1988년~2003년: 철도이용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부기역명을 지정, 운영해 왔음

▪ 2003년: 부기 역명에 대한 여타 지역 기관들의
다툼으로, 역명부기 제도를 폐지

▪ 2005년: 부기역명 부활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역명부기 제도를 부활. 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 입찰제를 도입한 유상 역명부기 제도로
운영

▪ 2006년: 제한이 없는 경쟁입찰 때문에 낙찰액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가격 및 업체 자격
심의를 강화한 경쟁입찰로 전환

▪ 기존 부기역명 사용기관에는 최소한의 기득권 보장
차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허락했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인근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평등하게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함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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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스크 설명 및 관리 방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지명위원회의
승인

설명 관리 방안필요조건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지명위원회의
승인

– 역사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지역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훼손함

▫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고 계약에 따라
역사명이 자주 바뀌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공공재를 활용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임

▪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

– 설문조사 결과, 12%만이 대기업 특혜라고
생각함 (63%가 대기업의 자금을 활용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 20% 중립)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약 70%가 오히려
지역 연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광고 및 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역사명
부기가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점 입증

– 다수의 국내외 운영사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사례로 제시

▪역사명의 과도한 교체/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 고안

– 광고주와의 계약 시 5년의 장기계약

– 다각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주체인지를
철저히 검증

– 역명 부기기관의 과실로 지하철 운영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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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행주체 구조 및 역할

신사업 추진 단장 / 
경영지원본부장

사업개발처장 / 
전략사업처장

계획담당
(1명)

실행관리
(1명)

1

▪ 사업계획 수립
– 대상역 선정
– 부기 디자인
– 수익성 분석

실행 주체 역할 KPI (2014)

▪ 계획담당
(1명)

▪ 사업계획 수립
– 대상역 선정
– 부기 디자인
– 수익성

분석
– 사전 광고

효과 분석

▪ 역명 부기 수입
확대
– 부기 역사

개발 건수
– 수입금 목표액

설정

▪ 실행관리
(1명)

▪ 계약이행 상태
상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횟수 (월 2회
이상)

▪ 민원 제기 적기
처리
– 접수 후 처리

속도

신규 개발팀 / 
전략사업팀

▪ 사업 발주
– 발주서 작성

(계약서 초안)
▪ 사후관리

– 계약이행관리
– 민원 등 대외

담당

2
▪ 사업 발주

– 발주서 작성
(계약서
초안)

▪ 사후관리
– 계약이행

관리
– 민원 등

대외 담당

1

2

1 추가 협조부서: 고객만족처 (안내표지판), 계약처 (계약체결). 신규
조직 구성없이 기존 조직 활용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프로젝트 전담 팀 구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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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 주체 별 로드맵
역사명 병기 (사업계획서 예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지명위원회 승인

역사명 부기
공개 입찰
우선시행

역사 및 부기 대상 선정 심의 참여

실행주체

프로젝트
전담팀

서울시
도시교통
본부

지명승인
위원회

2013 20152014

역사명 부기 조사 및
시행 준비

역사명 부기
확대 시행

추가 부기시행 역사
선정 및 시행 확대입찰 공고 및 낙찰

기관/업체 선정
- 5개역 시범 시행

우선 시행 5개 역사 선정
및 참여기관/업체 조사

우선 시행 역 선정 심의

추가 시행 역사 및 업체
선정 심의

부기 업체 선정 심의

지명위원회 주도 부기 승인
(선정 기준/절차 수립에 참여)

부기 발주 가격 산정

역사명 부기 유상판매 설득
작업 - 부기 유상판매 당위성
입증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집 등)

출입구명 유상판매 시행 (승인 없이 자체 진행 가능)

지명위원회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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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역사명 병기

▪ 역사 설계 개선

▪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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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배경 아이디어 소개

역사 구조개선

▪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 대비 소비자 행동
특성 및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 특히, 지하철의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역사
설계가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역사 설계 시 상업적인 측면 (상가 및 광고 배치
등) 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음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신설되는 역사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설계
개선안의 권고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지하철 공간 설계
대원칙에 근거하여 현 역사 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상업성 극대화와
시민 편익 향상을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 예. 실제 Traffic에 근거한 기존

역사 내 상점 Layout 재배치, 
역사별 고객 특성에 맞는 점포
선정, 상업 공간에 대한 가시성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 장기적으로, 신규 역사 설계 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간의 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유관 부서(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서울 양 지하철 운영사 간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예. 
신규 환승역에 대한 공동 참여)

역사를 설계할 때, 상가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는다. 
운영사가 건설된 역사를 맡은 후에야 자투리 공간에
상가를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1~4호선 대비 5~8호선 역사 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내역은 없다. 상가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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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은 일반 상권과 다른 특징이 있어,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지하철 역사 내 상업 시설의 특징 지하철 공간 설계의 대원칙 및 실행방안

▪ 유입 인구
– 유입 인구 구성 (성별, 연령

등) 에 대한 통제력 없음. 역사
위치 및 노선에 따라 결정됨

– 고소득층 비중 낮음
–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비중 매우 높음 (출퇴근 등)
– 대부분 지하철 승차가 주

목적이고 시간에 민감함
– 방문 이후 지하철, 버스, 도보

등으로 이동해야 함

▪ 물리적 환경
– 쇼핑 환경에 제약이 있음

(넓이, 층고, 조명, 환기 등)
– 역 진입로, 개찰구, 층간

이동통로에 의해 이동 경로가
결정됨

– 역사 주변에 상권이 발달됨

▪ 제 1원칙으로 모든 방안 실행 시 고려

▪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공간활용도 높이는 동선 설계
▪ 목적지가 되는 공간을 Dead zone에 배치해 추가동선 창출
▪ 상업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간 설계

▪ Traffic이 집중되는 공간에 기능실 대신 상업시설을 배치
▪ 쉼터, 독서실 등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비교적

덜 복잡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배치

▪ 역사별 유입 고객 특성 및 구매동기를 감안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상가 선정 및 배치

▪ 기존의＂낮은 품질/저가 쇼핑" 이미지를 탈피한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 제공

1

2

3

4

운송수단으로서 시민편의와 상업적 가치간의 균형 유지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공간별 특성에 맞는 시설배치로 공간가치 극대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a
b

d
e

f

g

c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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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다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에
목적지가 되는 점포를 배치할 경우…

… 새로운 동선을 창출해 해당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점포를 (예. SPA의류브랜드, 슈퍼마켓 등) 
Dead zone에 유치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음

▪ 현재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화장실 외에 새롭게 동선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음

▪ 향후 SPA브랜드, 슈퍼마켓, 각종 승객편의서비스를 (예. 구두수선, 애완견보호 등) 적극 유치해
비활성공간에 배치하여 새로운 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

Hot zone

1번, 9번 출구 방향에
홍익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음

Dead zone

2번, 8번 출구 밖에는
별다른 목적지가 없어
유동인구가 없음

▪ 목적지가 되는 시설/점포
입지 (예. SPA브랜드, 
슈퍼마켓, 화장실 등)

▪ 해당 목적지에 가기 위해
추가적인 동선 창출

과거 승객동선
신규 승객동선

홍대입구역 사례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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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중앙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
점포를 보기가 어려움…

안내표지판 디자인 변경을 통해 승객편의와 가시성 확보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음

설계 시 고려, 혹은 기존 시설물 디자인 및 위치 변경으로 핵심 공간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음

고속터미널역, 홍대입구역 사례

상가
안내표지판

주변지역 안내도1 2

현재
안내
표시판

개선된
안내
표시판

안내
표지판을
원통 형태로
개선할 경우,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가시성
확보에 용이

판 형태로
되어있어
통로
반대편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떨어짐

상가 안내표지판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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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점에서 상업 시설 배치를 고려함으로써 유동인구 집중 공간에
상가시설 확대 가능

유동인구 집중공간을 기능실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상가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유동인구 집중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설계되어 있지 않음

금호역 사례홍대입구역 사례

유동인구
집중공간

승객 동선

홍대입구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이지만 이미 환기실이 점유하고 있음

환기실

승객 동선

유동인구
집중공간

사방형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방치되고 있음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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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 시설을 (예. 물품보관함, 독서공간 등) 비핵심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상업 핵심공간 활용 가능 면적을 넓힐 수 있음

유동인구
집중공간

역삼역 사례 금호역 사례

▪ 8개의 출입구 중 4개의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Hot spot

▪ 막대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보관함으로
활용되고 있음

▪ 4개의 출입구 중 2개의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Hot spot

▪ 막대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쉼터/독서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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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구매 결정 원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업종을
판단해 상업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음

편의점
간식류

(빵, 커피)
저가의복
(옷, 신발)

저가
패션 잡화

휴대폰
액세서리 휴대폰 렌즈/안경

저가
화장품 약국 장난감

브랜드간 차별점이 불명확해
비교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것

오감을 (특히 시각 및 후각)
자극하는 것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

남녀노소 다양한 유동 인구가
구매할 수 있는 것

일상에 없으면 불편한 것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지상 상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것

출근/등교 후 및 귀가 후 주로
사용하는 것

점포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되는
것 (특히 Depth)

기존 예시적 신규

예시적

역사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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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역사명 병기

▪ 역사 설계 개선

▪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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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아이디어 소개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 홍콩, 일본의 철도 운영사들은 운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역세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육성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또한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홍콩정부의 MTR 부동산
개발사업 지원 사례

MTR 사업별 매출 비중
퍼센트, 2011

부동산
개발

15

운수

64

기타
21

MTR 사업별 이익 비중
퍼센트, 2011

부동산
개발

기타
22

43

운수

35

▪ 서울시 산하 양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역세권의 부동산 및
지하 아케이드 개발을 통해 장기적/안정적 수익원을
창출함

▪ 역세권 부동산 개발
– 단기적으로, 기존/신규 지하철 역사와 연계되는

환승센터개발 등 지하철 양 공사가 기 보유중인 역량에
기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함

– 장기적으로, 지하철 역세권 소유부지/시유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확장

▪ 역세권 지하 아케이드 개발
– 지하철 역 간, 혹은 근처 랜드마크들과 연계되는

지하보도 및 지하도 상가의 조성을 통해 추가적 수익을
창출함

– 지하철 역과의 연계 시 승객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 등
지하철 운영사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함

▪ 서울시에서는 현물출자, 지하철 양 운영사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용적율 1000% 허용 등) 및 양 운영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 양 운영사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경험 및 투자 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여 기획 및 Financing을
담당할 민간 파트너쉽 구축/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함

1

2

▪ 홍콩 정부는 역 근처 시유지 개발권을
최우선적으로 MTR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지원함 (대신 정기적인 보조금 지급 없음)

▪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은 MTR 총 이익의
43%에 육박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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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지하철 운영사의 역세권 개발 추진의 필요성

1 2010년 West Island Line 대규모 증설 공사 투자비 제외. 포함시 매출 대비 42%, 투자비 대비 14%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벤치마킹]지하철 운영사가 역세권 개발 시 추가적 시너지 창출 가능함

▪ 홍콩 정부는 역세권 부동산을 지하철 운영사가 개발 시 발생하는 시너지를 인지하고
HK MTR의 역세권 개발 지원함
– 지하철 운영사의 역사 공간 활용 및 관리 역량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홍콩 정부는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홍콩 MTR에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

[벤치마킹] 역세권 개발사업 육성을 통한 재정자립도 확보는 정부/시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줌

▪ 홍콩 MTR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재정건전화 달성
– 연간 역세권 개발사업 규모가 매출 ~5,000억 원, 이익 4,000억 원으로 전체

운영이익의 40% 이상임
▪ 재정자립도의 확보는, 낮은 운임상승율과 정부지원금 부담 경감으로 이어짐

– 홍콩 MTR은 과거 5년간 지원금 비중1이 매출 대비 32%, 전체 투자비 대비 4% 
수준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임

– 기본요금 상승 2006년 이후 연간 ~1.6% (물가상승율 ~2.4%)

[현황파악] 서울시 지하철 양 운영사의 역세권 개발 필요성 및 잠재력 존재함

▪ 양 운영사의 운수 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의 86%로 운수의존도 높아, 적자극복을 위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함

▪ 기존 양 운영사가 보유한 역사공간 활용 및 관리역량을 활용 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대상이 존재함

▪ 단, 수익성 확보를 위해 민간 파트너쉽 등으로 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하철 운영사의
재정자립도 확보를 통한
정부/시민의 부담감소를
고려 시, 역세권
개발사업은 공익 증진
측면에서 필요함

▪ 또한, 지하철 운영사가
역세권 개발 시 민간
개발사 대비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고려 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하철 운영사의 역세권
개발은 타당성을 가짐

▪ 단, 이를 통한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지하철 운영사의 내외부
역량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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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MTR 벤치마킹] 홍콩 MTR의 역세권 개발 모델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더하여, 지하철 운영사의 역량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게 함

역세권 부동산 개발

1

HK MTR의 Integrated railway-property 
(통합 철도-부동산 개발) 모델

최종적인
Property의
가치

철도
운영사가
개발 시
발생하는
시너지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가치창출

기존
Property의
가치

bb

aa

a 개발 자체를 통한 가치 창출

▪ 지하철 운영사가 아닌 민간 등 다른 개발업체가
Property 개발을 할 경우 창출되는 가치

▪ 해당 Property 개발 사업 자체의 기본적 수익성

b 지하철 운영사가 개발 시 생기는 시너지

▪ 수익성 증대 효과
– 공사비용 및 기간단축
– 분양 및 임대수익 극대화
– 기존 지하철 상가임대 사업과의 시너지

▪ 공익 증대
– 지하철과 연계되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상업/생활 공간이 집중되어 시민 편의 증가
– 지하철 이용 활성화로 교통체증 감소 및 환경

보존

▪ Property 개발 및 시너지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HongKong MTR에 금전적 지원 대신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지원금 부담을 경감시킴

Hong Kong MTR이 창출/획득하는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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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벤치마킹] 지하철 운영사가 역세권 개발 시 창출되는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MTR에 각종 특혜를
부여함

1 1999년 홍콩정부 Transport Bureau의 공식 성명에 기반함
2 배선, 배관, 컨베이어 벨트 등 설치 시 바닥을 파서 도랑을 만드는 공사

역세권 부동산 개발

1

홍콩 정부는 민간업체 대비 지하철 운영사가 역세권 개발 시
추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MTR에게 역세권 개발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시유지
제공

개발자
선정

제한사항
의사결정

…
…

▪ 프로젝트 개발자 결정 시, MTR 
에게 최우선적인 선택권 제공
– 정부, MTR, 민간업체 중

MTR을 최우선 개발자로
고려해 우선적 권한 제공

▪ MTR 개발 시, 홍콩 정부로부터
시유지 매입을 통해 토지 조달

▪ 면적 구성, 건물 높이, 층 수 등에
대한 의사결정 시, MTR 의견 적극
반영
– MTR, 정부 관련부서, 

민간업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진행

– 정부 관련부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지양

개발 프로세스별 제공 혜택판단 근거1 설명

공사비용 및
기간 단축

분양 및 임대
수익 극대화

상가임대
사업과의
시너지

▪ 기초공사, Trench 공사2, 연결통로 공사
작업에 지하철 운영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 제3의 개발사가 사업을 주도할 시, 지하철
운영사와의 조율 과정으로 인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10~30%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개발사업 수익 수준 결정에 지하철 운영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단순한 연결통로 구축 외에,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부터 개발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동선 기획이 필요함

– MTR은 건물 분양 전,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역사 내부
개발을 통해 분양 가치를 극대화

▪ 역세권 개발사업의 상가공간 조성 및
운영역량과 Retail 사업 운영역량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큼
– 예. 동선 최적화, Retail 역량을 갖춘

Tenant 선정 및 유치, 마케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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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벤치마킹] 홍콩 MTR은 정부를 통해 부지 개발권을, 
민간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역세권 개발역량을 조달함
역세권 개발 수익공유 구조 홍콩 MTR은 민간업체와 파트너쉽을 통해 역량을 보완함

홍콩 정부

파트너 개발사/ 
건설사

역세권 부지
개발권 부여

70% 이상
주식을 가진
Shareholder
로써 이익공유/ 
지원금 부담
경감

수익성 높은
역세권 개발
사업참여
통한
이익공유

부동산
개발/건설에
필요한 역량
및 자금 조달

도시계획

Property 
개발 계획

Property 
건설

Property 
관리

▪ 홍콩 MTR이 시 정부와 협업하여
지하철 노선 계획이 포함된 도시개발
계획 수립

▪ 민간 파트너 주도로 도시계획 하에서
Property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 민간 파트너가 주도하여 Property 
건설 및 건설자금 조달

▪ 홍콩 MTR은 일부 관리/감독 역할만
수행 (예, 안전 규정준수 여부 등)

▪ 상업/주거용 Property의 분양 및
관리 업무

홍콩 MTR 주도
민간 파트너사 주도역세권 개발

사업단계

민간 파트너사 예시

Tungchung역
프로젝트 1

Tungchung역
프로젝트 2

홍콩 MTR의 부동산 개발팀 규모는 100명
미만으로 프로젝트 규모 대비 적은 편이다.
프로젝트 별로 입찰을 통해
민간개발/건설업체를 파트너로 참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갖출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Recosia Pte LTD

역세권 부동산 개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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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벤치마킹]Tung Chung 역세권 개발 시, MTR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적구성/용적률/층수 등 도시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함

정부 주도로 프로젝트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경우, 개발 수익성이 지나치게
경시될 가능성이 높다… (중략)… 
정부의 의사결정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시켜 모두를 만족시키고 비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홍콩 통합 역세권 개발모델 보고서1

1 Department of Building & Real Estate, Faculty of Construction & Land Us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발간

Tung Chung Project
▪ 개발 목적: Chep Kak Kok 공항과 Tung 

Chung 역과 연계된
교통/상업/주거공간의 허브 구축

▪ 개발 내용: 주거, 오피스, 상가 복합공간

▪ 개발 기간
– 1999년~2005년 1차 개발
– 2002년~2008년 2차 개발

▪용적률 상승을 통한 고층
주거공간 건설 (초기 계획 대비
건물높이 50% 이상 상승)

▪주거공간 위치 및 건물 디자인
변경

▪상가공간 배당 면적 증대
(초기계획 대비 30% 이상)

▪상가공간 위치 주거지역 인접
공간으로 재조정 (Bridge 형태)

역세권 부동산 개발

1

홍콩정부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발가치 극대화 실패를 우려함

수익성 및 개발가치 극대화를 위한 MTR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초기계획을 대폭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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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벤치마킹] 일본 지하철 운영사들도 민간 및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역세권 개발에 성공해 왔음

역세권 부동산 개발

1

일본의 역세권 개발은 지하철 운영사, 민간 개발사 및 정부/
지자체의 협력하에 이루어짐

지자체/정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

역세권 개발 사례

▪ 35만 6천m2,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
▪ 미쓰이 부동산, JR East 등이 참여

▪ 미나토미라이 역과 연결되는 70층 규모 랜드마크
빌딩 (각종 기업체, 쇼핑, 회의장 포함)을 지자체와
요코하마 고속철도 ㈜ 합작으로 개발

▪ 도쿄메트로 참여 하에, 록본기역과 연결되는
모리타워 등 고급 상업/주택 지구로 개발

도쿄역
Twin 빌딩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역

록본기역

▪ 시부야 역 주변으로 총 면적 27만 평에 달하는
3개 빌딩을 도쿄메트로, Tokyu, JR East가 함께
2017년까지 개발할 예정임

시부야역

역세권 개발로 대중교통, 
승객만족, 지하철 경영 흑자의
1석 3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Tokyo Metro 

▪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민간
역량 조달 활성화
– 예.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등 경감

▪ 특별 용적률 허용
– 예, 역세권 개발 시 지자체에서

평균 90%대의 높은 용적율 허용

▪ 각종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 시설
개발 비용을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
부담

▪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금리 대출 제공 (예. 
Japanese Development Bank) 및
지분 참여

제도적 지원

자금 지원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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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벤치마킹] 100여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홍콩 MTR과 같이
서울의 양 지하철 운영사도 후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기회를 발굴해야 함

역세권 부동산 개발

1

홍콩 MTR이 개발한
부동산

HK MTR은 30여년간의 도시개발과 더불어 100여건 이상의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진행함

▪ 홍콩 MTR은 지난 30년간
도시의 성장과 함께
100여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옴

▪ 현재 수익은, 과거 개발한
부동산의 임대료 및 일부
신규 개발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함 (예. 
공항노선 신설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 등)

▪ 서울 지하철 운영사들의
경우, 기존 노선 역세권
개발의 기회는
제한적이므로, 향후 신도시
및 노선 확장지역 , 
지하개발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참여기회를
지속 발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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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역세권 부동산 개발 기회
예시 – 복합 환승센터 개발

1
역세권 부동산 개발

예시적

지하철 운영사의 경우 복합 환승 센터 개발을 통해 공익성 증진과
수익 창출을 모두 달성할 기회가 존재함

설명

공공성 증진

수익 창출

지하철
운영사 역량
활용

▪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시설 제공: 다수의
대중교통 간의 효율적/합리적 환승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환승시간 단축 및 환승편의 개선

▪ 서울시 내 교통난 감소 가능: 서울시 외곽 지역의 주요
도로에 인접 위치하여, 서울시내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대중 교통 이용 유도

▪ 단순 환승센터 대비 높은 수익 창출 가능
– 지하철과 연계된 환승 주차장과 함께 상업/업무

공간이 포함된 복합 시설 개발
– 주변 상권/유동인구를 고려한 상업성 분석 필요
– 서울 외곽 지역의 재개발/신규개발 지역의 경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추가 수익 기대 가능

▪ 지하철 환승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지하철 운영사가
공동개발 시 수익성 향상 가능
– 승객 동선 고려 최적 설계, 공기 단축 등

▪ 교통 혼잡 완화/환승 거리 단축 등 시민편의 증대효과
기대됨

▪ 홍콩 MTR 사례와 같이, 서울
지하철 운영사가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참여할 경우
지하철 운영사의 역량을 활용한
시너지 기대되는 지역이 있음. 예.
– 사당역 (서울메트로)
– 복정역 (도시철도공사)

▪ 이러한 역세권 개발 기회에 대해서
지하철 양 운영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예. 운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개발 대상 부지에 대한
현물 출자 및 용적률 확대 적용
등

– 대신, 역세권 개발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서울시로부터의
출자금을 줄일 수 있음

▪ 단, 수익성 확보를 위해 양
운영사의 자체 역량개발과
더불어, 민간 개발 업체와의
파트너쉽 또한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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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대상 부지 위치

[Back-up]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예시1
역세권 부동산 개발

과천방
향

이수방
향

반포방
향

남부순환로

4호선

동작
대로

2호선

개요

▪ 대상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07-1 일대

▪ 면적 : 17,777㎡ (5,377평)
▪ 건축규모 : 지하 9층, 지상 36층, 연면적 287,870㎡

(용적률 1,012%, 높이 141m)
▪ 서울의 남부권에 위치한 중심지로 광역적 기능 담당

(영등포와 과천, 의왕, 수원, 오산 등 경기남부 연계)
▪ 환승주차장, 환승센터,정류장 (2, 4호선, 버스 노선

연계시설) 및 복합시설 (상업, 업무시설 등) 포함

복합환승센터 설립의 필요성

▪ 효율적/합리적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환승시간 단축 및 환승편의 개선

[228m(3.8분) →161m(2.7분), 29% 개선]
▪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시설 제공

[환승센터에서 지하철 바로 연결 등]
▪ 서울시 내 교통난 감소 가능

[도시진입 통행량 4~6% 감소]

공공성

수익성
▪ 환승주차장 및 복합시설 (상업, 업무시설 등)

개발 시 수익 기대

▪ 역세권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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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대상 부지 위치

[Back-up]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예시

1 위례신도시, 거여 마천 뉴타운, 장지택지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타운 등

복정역
환승센터
부지

송파구

송파신도시송파신도시

송
파
대
로

개요

▪ 대상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00-2
▪ 면적: 18,456m2 (5,583평)
▪ 복정역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신도시 계획1 추진 중으로

향후 유동인구 급증 예상

▪ 환승주차장, 환승센터/정류장 (8호선, 위례-신사선, 버스
노선 연계시설) 및 복합시설 (상업, 업무시설 등) 포함

복합환승센터 설립의 필요성

▪ 효율적/합리적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환승시간 단축 및 환승편의 개선

▪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시설 제공

▪ 서울시 내 교통난 감소 가능

공공성

수익성

당위성
▪ 기존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8호선

복정역과 기타 대중교통 연결하는 환승체계
구축에 운영노하우 및 기술 적용 가능

▪ 환승주차장 및 복합시설 (상업, 업무시설
등) 개발 시 수익 기대

▪ 역세권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기대
복정역

남한산성, 구리
방면

양재양재
방면

SITE

1
역세권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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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계획

영역

지하 아케이드 개발을 위한 핵심 성공 요소2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조직/역량

프로세스 / 
방법론

성공 요소

▪ 서울시 차원의 장기적/전체적/종합적 관점에서 지하
아케이드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속적 추진

▪ 지하 아케이드 개발 추진 시 서울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
(예. 정책/규제적 지원, 공공성 담보 및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Stakeholder 간 구체적 역할 정의 및 협업 절차 확립
– 서울시 내 지하 아케이드 개발 전담 조직, 서울시 내

유관 조직,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예. 지하철 양 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민간 사업자

▪ 개발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구축 (예. 개발
기회 발굴을 위한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 서울시 내 지하 아케이드 개발 사업 전 단계를 리드할
전담 조직 확보

▪ 서울시 내 지하 아케이드 개발 역량 내재화 (예. 기획, 
설계, 프로젝트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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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ty Hall MRT역, Esplanade MRT역 2 Marina Square, Suntec City Mall      3 Marina Mandarin Singapore, The Pan Pacific Hotel Singapore 등
4 Millenia Singapore, Esplanade - Theatres on the Bay 5 Marina Bay MRT역, Raffles Place MRT역, Downtown MRT역 2013년 4Q 완공예정
6 One Raffles Quay, Ocean Finance Center, Asia Square, Ascott Singapore Raffles Place 등

[싱가포르 벤치마킹] 지하 아케이드 개발을 통해서 보행자 편익
증대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실현함

2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공통적 특성

▪ 통행량/유동 인구가 많아
혼잡도가 높은 곳에 지하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
– 날씨에 관계 없이

전천후 통행 가능
– 횡단보도 없이 안전한

보행 가능 (특히, 
장애인 보행 편익
증가)

▪ 지하철 역을 연계함과
동시에 다수의 인접
랜드마크 (쇼핑몰, 오피스
빌딩, 관광지 등)를 연결

▪ 주변 환경 및 보행자
특성을 고려하여 상점의
구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수익 극대화
– 쇼핑 District에

Fashion & Lifestyle
상점 비중이 높도록
구성

– 오피스 District에 F&B
및 기타 상점 비중이
높도록 구성

공익
증진

네트
워크

주변
환경
고려

상점
구성

특성
▪ 쇼핑 District인 Orchard road에 위치
▪ 2개 MRT역1, 2개 대형 쇼핑몰2, 1개 오피스 빌딩, 

다수의 호텔3, 2개 관광지4 등과 지하 도로로 연결

주도 ▪ Hong Kong land Ltd. 가 개발, 소유 및 운영

총 62개 상점

(편의점, 화장품샵, 
건강식품샵, 잡화점 등) (의류, 액세서리, 신발)

Case 1: Citylink Mall

(음식점, 카페)

Case 2: Marina Bay Link Mall

특성

주도
▪ Hong Kong land Ltd., Keppel REIT, Suntec REIT 

공동 개발, 소유
▪ Raffles Quay Asset Management  관리

총 60개 상점

(편의점, 화장품샵, 
건강식품샵, 잡화점 등)

(의류, 액세서리, 신발)

(음식점, 카페)

상점
구성

▪ 오피스 District인 Central Business 지역에 위치
▪ 3개 MRT역5, 6+개 오피스 빌딩6과 지하 도로로 연결

그 외
29

F&B
37

Fashion & Lifestyle47

42그 외

F&B
37

Fashion & Lifesty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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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익적
혜택

개발 주도
주체

대표적
사례

[Backup] 지하철 역 인근 지하아케이드는 역 간 연결, 역과 인근
Landmark 연결 및 역사 확장의 세 가지 개발 옵션이 존재함

▪ 싱가포르
– Citilink mall, Marina Bay 

Link mall

▪ 일본 도쿄 메트로
– Omotesando 역 지하상가
– Ikebukuro 역 지하상가

▪ 지상 도보 환경 개선
▪ 지하철 혼잡도 경감
▪ 서울시 주요 공공 시설 및

문화유산과 연계 시, 집객 효과
증대 시너지 창출 가능

▪ 선택적 위치에 공익시설 설치
가능 (예: 저류시설)

▪ 지하철역에서 주변 Landmark로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들의
이동거리 감소 및 편의 증대

▪ 정부 주도 개발 계획 수립
▪ 민간 주도 개발 시행 및 개발 후

운영 (지하철공사/시설관리
공단 운영 옵션 존재)

▪ 민간 (Landmark) 주도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발 후 시유지 영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가 운영

▪ 도시철도공사 8호선 잠실역 제2 
롯데월드 연계 지하 아케이드
(현재 개발 진행 중)

▪ 지상 도보 환경 개선 (예, 혼잡도
경감, 전천후 도보 환경 제공)

▪ 정부/지하철공사 주도 개발
계획 수립 필요

▪ 개발 후 지하철 공사 운영

예시적

역 간 연결 (Link Mall) 역 –Landmark 연결 역사 확장

도로 활용

역 A 역 B 역 A

추가 출구

역 A

Land
mark

▪ 두 개 이상의 지하철 역 사이를
잇는 지하보도를 조성하고
다수의 인접 시설과 연결
통로를 제공함

▪ 역사 인접 대형 Landmark와의
지하 연결 통로를 조성함

▪ 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적인 출구를 개설하고
기 역사와 신규 출구 간 지하
보도를 조성함

Landmarks

2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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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역사 확장형 지하 아케이드 개발 케이스 – 일본 도쿄메트로2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도쿄메트로 는 지하 아케이드를 건설하여 상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에의 시사점

▪ 역간 도로(시유지)를 활용하거나 역
근접 시유지를 활용해
지하아케이드 건설 가능
– 역간 도로 활용 시, 두 개 역 중

환승역을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성 극대화

– 역과 인접한 시유지가 있고, 해당
시유지에 지하를 활용한
건축물이 없을 시 개발 가능

▪ 개발된 지하아케이드를 철도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성 극대화 필요

▪ 사유지를 활용한 지하도시 개발은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성이
낮지만, 역간 도로 및 주변 시유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경우
사업성 및 실행의 신속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

▪ 저류시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함께 구축할 수 있으며
도보 혼잡도를 경감하는데 기여함

Ikebukuro

▪ 2009년 개발 완료
▪ 점포면적 1,400m2 규모로

개발 (총 면적은 3,000~ 
4,000m2으로 예상)

▪ 패션, 액세서리,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40개 점포 입점

도쿄메트로 는 지하 아케이드를 건설하여 상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Omote-
sando

▪ 2005년 개발 완료
▪ 점포면적 1,300m2 규모로

개발 (총 면적은 2,000~ 
3,000m2으로 예상)

▪ 패션,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26개 점포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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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하 아케이드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 Land Transport Authority 3 Singapore Land Authority
4 Public Utilities Board (Drainage Department) 5 Fire Safety & Shelter 6 Special & Detailed Control Plans, Master Plan 2008
7 Activity Generating Uses Plan 8 Parks & Waterbodies Plan, Landed Housing Areas Plan, Building Height Plan

2 상세 내용 후술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싱가포르 지하 아케이드 사업추진 프로세스 각 절차에 해당하는 Implication

체계 구축

조직 정의
/역량확보

개발 계획
구체화 및
실행

추진 절차 담당 조직 주요 업무/역할

▪ 도시재개발국1

▪ 교통국2

▪ 토지관리국3

▪ 공공시설물
관리부서4

▪ 안전/방재
관리부서5

▪ 도시재개발국

지하 아케이드 사업
추진 프로세스

지하 아케이드 개발 원칙 및 추진계획 수립 필요

▪ 개발 기본원칙 및 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06년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및 ’11년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 
검토한 바 있음)

▪ 지하 아케이드 개발(기획, 관리/감독) 역량
내재화

개발계획 실행 조직 /역할 및 프로세스 정의 필요

▪ 개발계획 실행 전 단계를 주도할 서울시 내부
담당조직 지정

▪ 유관부서 간 구체적 역할/협업 프로세스 수립

구체적 개발기회 파악 및 개발사업 실행 필요

▪ 개발 대상 지역 선정 및 상세 개발계획 수립
– 예, 인센티브 기준 및 필요요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개발사업 실행을 위해 설계, 시공, 운영, 감독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구축

A

B

▪ 도시계획 수립
– 컨셉 플랜 (40~50년 단위): 장기적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 계획지역 지정하며 마스터 플랜의 기본방침으로

이용
▫ 10년마다 재점검

– 마스터 플랜 (10~15년 단위): 중기적 토지이용계획
▫ 개발허용토지, 개발 밀집도 등 대해 구체적 제시

▪ 개발지역이 철도/도로, 대중교통 등과 관련될 시 기술적
측면, 공사일정,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허가 담당

▪ 시유지 및 사유지의 판매/임대, 용도변경, 개발
관련사항 및 지원 담당

▪ 개발지역의 계획, 설계, 건설 단계에서 하수 및 배수
관련 요건 충족여부 확인

▪ 화재 시 안전시설 및 방재 관련 요건 충족여부 확인

▪ 개발 대상 지역 선정
▪ 각 개발 건 별 상세한 개발계획6 작성 및

실행
– 상업시설7: 상점 유형 및 Layout에 대한

개발 계획
– 기타시설8: 빌딩높이 계획, 

임대주택지역 계획, 공원 및 수변계획
등

▪ 필요 시, 상세 개발 계획에 따라 마스터 플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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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싱가포르의 정부 주도 지하아케이드 개발사업 추진 과정

배경

목적
▪ 공익성 증진

시내 중심지역의
지하도로
네트워크를 확충, 
연결하여 보행자
친화 도시를
만들고자 함

– 도시 재개발국

내용
▪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인근
빌딩/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실 공사비 지원
– 연면적

인센티브1

– 상업시설
운영권 부여

▪ 해당지역 주위 건물
재개발 시 지하도로
개발 필수화2

정부 주도 하에 민간 사업자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하 공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1 사유지 지하 도로가 공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면 빌딩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음, 지상공간과 지하 도로 사이에 연결시설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설치 시 연면적 추가 증여 2 2012. 8. 30 시행 3 사유지 지하 도로가 공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면 빌딩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음

4 9개 지역 중복 선정 5 Land Transport Authority, Singapore Land Authority, Public Utilities Board (Drainage Department) and 
Fire Safety & Shelter Department

추진과정 설명

▪ 지하철 역과 인근 공용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예, 쇼핑몰, 푸드코트, 오피스 빌딩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

▪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없으나, 지하도로 건설 시
연면적 인센티브 제공3

▪ Orchard Road와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지하도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
실시 (11개 지점 선정)
– 시유지: 건설비 100% (최대 S$14,000/m2) 보상
– 사유지: 사유지 지하 시설 건설비 50% (최대

S$7,000/m2) 보상

▪ 대상 지역 확장 (예, Civic District, Bras Basah. Bugis, 
및 기타 URA의 평가 후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
결정), 2012년 8월 기준 20개 지점 선정4

▪ 2004년의 비용 지원 금액 대비 2배 증액
– 시유지: 건설비 100% (최대 S$28,700/m2) 보상
– 사유지: 사유지 지하 토지 건설비 50% (최대

S$14,400/m2) 보상
▪ 연면적 인센티브 제공1

지하 마스터 플랜
및 지하철 연계
지하 보도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2001.5.16)

지하도로 개발
인센티브 시행

(2004.3.22)

지하도로 개발
인센티브 강화

(2012.8.30)

▪ 싱가포르 정부의
도시재개발국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주도
– 유관부서 (예, 

교통국,  
토지관리국
등4)과 개발에
대한 의견
조율

▪ 대표적 개발 사례
– Citylink Mall
– Marina Bay 

Link Mall

2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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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아케이드 개발 프로세스 및 관련 조직들의 구체적 역할 정의가
필요함

2A 예시적

1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사업 단계

주요 활동

주도

협력

컨설팅 팀
지원 사항

실
행
주
체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및 건설
운영 주체/운영 모델
결정 운영

지하아케이드 설계 및
건설

▪ 역 별 지하 아케이드
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적위치 선정
(연구 용역 실시)
– 도시개발 계획 상

적합성 및 물리적
시공 가능성 평가

– 상업성 평가
▪ 사업시기 결정
▪ 투자금 및 필요 역량

조달 방안 수립

▪ 시설물 용도/운영 역량을
고려하여 아케이드
운영주체 선정

▪ 수익배분 구조 및 운영
모델 결정
– 서울시/투자자 간 수직

배분
– 운영 형태 (예. 상가

광고)
– 임대, 직영사업, 시민

편의 공간 배분 등 결정

▪ 운영 계획 및
용도를 고려한 지하
아케이드 구조 설계
구체화

▪ 지하아케이드 건설

▪ 지하아케이드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운영

▪ 도시교통본부
▪ 도시계획국
▪ 외부 민간업체

▪ 도시교통본부
▪ 도시계획국
▪ 외부 민간업체

▪ 도시교통본부
▪ 도시계획국
▪ 운영주체

▪ 메트로 / 도철 or 
시설관리 공단 or 
외부민간업체

▪ 도시계획상 적합성, 
사업성 및
공사가능여부 평가를
통한 초기적
지하아케이드 개발
기회 Short list 도출

▪ 운영사 선정기준 제언 및
서울시 산하 3개 공사1

컨설팅을 통해 파악된
역량을 기준으로 적합한
운영사 권고 (시설관리공단
프로젝트 수행 후) 

▪ 내부 공간설계 시
필요한 요소 제언
– MD 구성의 원칙
– 공간 구성 및

시설물 배치의
원칙 등

▪ N/A

TBD (예. 부시장/ 
시장 직속 TF)

TBD (예. 부시장/ 
시장 직속 TF)

TBD (예. 부시장/ 
시장 직속 TF)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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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계획
상 적합성1

상업성

지하공간
개발의
물리적 실행
가능성

구체적 지하 아케이드 개발 기회는 도시개발 계획과의 조화, 상업적
가치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2B

1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 수립한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2006) 및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2011) 제시 기준을 따름

유형 세부 평가 기준

▪ 공익성 (보행자 편익 증대 여부)
▪ 네트워크 (인접 시설과의 연계성)
▪ 통합개발

– 주변 지상환경/상권과의 조화
– 서울시 기 개발 사업 및 유/무형 자산과의 시너지

▪ 토피 확보 가능 여부
– 본선 상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본선 하부 공사의 경우, 운행 안전 상

리스크가 큼)
– 본선 상부와 지상부 사이에 5m 이상의 토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개발 예정지에 지하 시설 기 존재 여부
– 연결 통로 지역에 지하 공공시설, 사유 건물 혹은 기 조성된 지하상가 존재 여부

▪ 지하아케이드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인구 수
– 지하철 역 별 이용객 수
– 역사 인근 주요 도로 별 유동인구 수 (Traffic 집중 도로 존재 여부)

▪ 인접 상권 특징 (유형, 규모)
▪ 확보 가능한 상업 공간 규모 (지하 도로 규모 및 예상 시설계획 유형)

예시적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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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 수 기준 상위 30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지하 아케이드 개발
기회에 대한 초기적 평가를 수행하였음

강남

홍대입구

혜화

서울역

사당

잠실
신도림 삼성

구로디지털

건대입구

종각

시청

동대문

을지로 입구

연신내

강변

서울대입구

고속터미널

압구정

수유

명동

남부터미
널

교대교대 역삼역삼

선릉선릉

양재양재

신림신림

가산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동대문공원

신촌신촌

개발기회 파악된 역사

개발매력도 낮은 역사

1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담당 역사 이용객수만 우선 고려 (국철 코레일 구간, 신분당선, 분당선, 메트로9호선 이용 승객 제외)

2B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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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 수 기준 상위 30개의 지하철역에 대한 초기적 평가 결과, 
11개의 지하 아케이드 개발 기회가 파악되었음

1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담당 역사 이용객수만 우선 고려 (국철 코레일 구간, 신분당선, 분당선, 메트로9호선 이용 승객 제외)

Traffic
명/일 역-역

역-
랜드마크

역-출구
(역사확장
)

개발 유형

이유/근거역명 (호선)

▪ 초기적 판단 근거
– 역 별 이용

승객 수 및
역세권
유동인구 규모

– 지상 도보
환경

– 지역 상권의
특성 (예. 경쟁
쇼핑몰 존재
여부, 주
방문객 특징)

– 지하 아케이드
기 존재 여부
등

▪ 추가적으로 실제
시공 가능성(예. 
토피확보 여부, 
토지 확보 가능
여부) 및 더 자세한
상업성 검토를
통해 최종 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
필요함

77,763
▪ 랜드마크와 연결하거나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유동인구 확보신촌 (2)

94,302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상권과 연계 가능

신림 (2)

89,241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상권과 연계 가능홍대입구 (2)

82,824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상권과 연계 가능종로3가 (1,3,5)

74,143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업무단지와 연계교대 (2,3)

60,099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상권과 연계 가능혜화 (4)

77,894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업무단지와 연계선릉1 (1, 분당선)

65,513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업무단지와 연계역삼 (2)

▪ 다수의 랜드마크와 연결하여 서울시
기추진사업과 시너지 창출 가능117,865동대문 및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1,2, 4,5)

35,967+a
▪ 인근 다수의 랜드마크(예, 오피스단지

및 패션 쇼핑몰)와의 연계 가능함
가산디지털단지1

(1,7)

61,560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출구신설/역사

확장하여 기조성된 상권과 연계 가능압구정 (3)

2B
상세 예시 후술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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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지하 아케이드 개발 매력도 낮은 19개 지역

1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담당 역사 이용객수만 우선 고려 (국철 코레일 구간, 신분당선, 분당선, 메트로9호선 이용 승객 제외)
2 D-Cube시티, 신림 테크노마트. 이미 지하철역사로부터 두 곳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 기 조성되어 있음

역명 (호선)
Traffic
명/일 이유/근거

129,354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강남1 (2, 신분당선)

122,018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서울역 (1,4)

100,054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고속터미널 (3,7,9)

96,295
▪ 랜드마크 신설(제2 롯데월드)로 인한 추가적 지하아케이드 개발 기회 존재하나 이미 건설

추진 중잠실 (2,8)

91,984 ▪ 2개의 랜드마크2 이용 인구를 제외한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 발생하는 곳 없음신도림 (1,2)

90,155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삼성 (2)

80,236 ▪ 이용 승객 수 많은 2호선은 지상역이며, 7호선 역사의 경우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건대입구 (2,7)

74,446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종각 (1)

71,918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시청 (1,2)

70,929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을지로입구 (2)

69,715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연신내 (2)

67,920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서울대입구 (2)

59,131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수유 (4)

52,268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남부터미널 (3)

84,161 ▪ 지상역이므로 제외구로디지털단지 (2)

68,653 ▪ 지상역이므로 제외강변 (2)

101,981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사당 (2,4)

61,191 ▪ 유동인구가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없음 (타 교통수단 환승 등)양재1 (3, 신분당선)

59,025 ▪ 추가 개발 기회 적음 (지하 아케이드 기존재) 명동 (4)

2B 상세 예시 후술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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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동대문 지역]

1 두산타워, 밀리오레, APM 쇼핑몰, 굿모닝시티, 롯데피트인, 라모도 쇼핑몰, 신평화 패션타운, 남평화시장, 광희패션몰 등
2 동대문지하쇼핑센터, 청계6가지하쇼핑센터, 동대문스포츠지하쇼핑센터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동대문역 (1, 4호선)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 4, 5호선) 

16410 17379

10845
26593

15889

14458

14570

1942412813

10324

14824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수 약
120,000명 (강남역 수준)
– 동대문역 약 62,000명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약

55,000명
▪ 다수의 인접 랜드마크 존재

– 서울시 공공시설 / 문화
공간 (예, 흥인지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10+ 대형 패션 쇼핑시설1

군집 (예, 두타, 밀리오레, 
APM쇼핑몰 등)

▪ 주로 지상 상권으로 조성됨
(분절적 소규모 지하상가만
존재함2)

주요
특징

▪ Option 1: 역 간 연결
– 동대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 지하공간에 약 480m 
길이의 지하 아케이드를
조성하고, 인접
랜드마크들과 연결 통로를
제공하여 보행자 편익
극대화

개발
옵션

Option 1
동대문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길이 480m, 폭 ~45m)

동대문역

62,89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4,973

2B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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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동대문 지역] – Option 1: 역 간 연결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21,0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동대문역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연결 (길이 480m, 폭 최대 45m) 

▪ 보행자 편익 증대
▪ 랜드마크 간 연결, 네트워크 증대
▪ 역 개발 계획 및 환경과의 조화

(동대문 패션거리)
▪ 서울시 기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연계하여
집객 효과 극대화)

▪ 구 시가지 재개발에 의한 균형
있는 서울 발전 기여

공공성1

▪ 인구 유동량 매우 높음
▪ 유동 인구의 대부분이 쇼핑/관광을

목적으로 함
▪ 대규모 상가 면적 확보

가능하여2(최대 8,500m2) 
자체적인 집객 효과 창출 가능

▪ 패션 위주 인접 쇼핑몰과 시너지
극대화 위해 F&B 비중 증대 및
문화/공연 목적 공간 활용 가능

상업성

▪ 충분한 깊이의 토피 존재 (청계천
구간의 토피 확인 필요)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근
소규모 지하상가 등)
– 인근 쇼핑몰들의 개발 참여

의향 등

개발
가능성

동대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흥인지문
(출구와 근접)

동문시장

제일평화시장
동평화

패션타운

맥스타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패션비즈센터

롯데 피트인
(역과 기연결)

굿모닝시티
(역과 기연결)

APM 쇼핑몰

밀리오레

두산타워

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동대문시장

2B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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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신촌역]

신촌역 (2호선)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78,000명 (14위)

▪ 다수의 인접 랜드마크 존재
– 대규모 쇼핑몰 (예,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유플렉스)

– 대학교 인접(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 등하교 인구 및 인천 /경기권
광역버스 승하차 인구 많음

주요
특징29895

12316

19354

24487

14894

Option 1
신촌역-연세대학교
(길이 510m, 폭 ~20m)

Option2
신촌역 역사 확장
(길이 90m, 폭 ~40m)

신촌

77,763
▪ Option 1: 역과 랜드마크 연결

– 신촌역과 연세대학교 사이
지하공간에 약 510m 
길이의 지하 아케이드 상가
조성

▪ Option 2: 역사 확장
–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지점까지 약
~90m 역사를 확장하여
지하 아케이드 조성

개발
옵션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2B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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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신촌역] – Option 1: 역과 랜드마크 연결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10,2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신촌역과 연세대학교 연결 (길이 510m, 폭 최대 20m)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연세대학교 주위 대학가에

다수의 집객지역이 존재하여
지하 아케이드에 여러 출구를
개설,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공공성
1

▪ 주간/주말 꾸준한 유동인구수
확보 가능 (대학교 통학 인구
및 주말 대학가 방문 인구)

▪ 대규모 상가 면적 확보 가능2

(약 4,000m2)

상업성

연세대학교

현대백화점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대상 도로 지하에 기 공공
시설 매립 여부 확인 필요
(예. 상/하수도 시설 등)

개발
가능성

2B

신촌역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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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신촌역] – Option 2: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3,6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신촌역 역사 확장 (길이 90m, 폭 최대 40m)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 혼잡도 경감

가능
– 여름/겨울에 쾌적한

도보환경 제공 가능

공공성
1

▪ 지하철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의 유동인구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
– ~30개의 버스 정차

(~10개 광역버스)
▪ 상가 면적 1,400m2 확보

가능2

▪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학생 및 통근자들을 위한
슈퍼마켓 입점 및 F&B 비중
증대 가능

상업성

신촌역

연세대학교

현대백화점

▪ 충분한 깊이의 토피 존재 확인
필요

▪ 기 조성된(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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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가산디지털단지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코레일 1호선, 7호선)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코레일 추가 시 약 120,000명
(강남역 수준)

▪ 다수의 인접 랜드마크 존재
– 대규모 쇼핑타운

(마리오아울렛 1/2/3, 
W몰, 만승아울렛 등)

– G밸리 (가산
비즈니스센터, 우림
라이온스 밸리, 기타
오피스 빌딩 등)

주요
특징

▪ Option 1: 역과 랜드마크 연결
– 가산 쇼핑타운과 연결되는

지하공간에 약 600m 
길이의 지하 아케이드 상가
조성

▪ Option 2: 역과 랜드마크 연결
– 가산 G밸리 오피스

빌딩들과 연결되는
지하공간에 약 600m
길이의 지하 아케이드 상가
조성

개발
옵션

2B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가산디지털단지역

35,961+a

746

11036

10969

886

Option 1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가산 쇼핑타운 연결
(길이 600m, 폭 ~20m)

Option 2
가산디지털단지역 5,6번 출구-
가산 G밸리 오피스 빌딩 연결
(길이 600m, 폭 ~17m)

가산디지털단지역

약 120,000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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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가산디지털단지역] – Option 1. 역과 랜드마크
연결 및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1번 출구 방향)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12,0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사 확장 (길이 총 600m, 폭 최대 20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코레일
합산 시 약 120,000명 (강남역 수준)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 랜드마크 (주변 G밸리 오피스 빌딩
및 가리봉 로데오거리 내 쇼핑몰) 간
연결 및 네트워크 증대로 인한 지역
경쟁력 증대

공공성1

▪ 유동인구량 많음
– G밸리 및 오피스 빌딩 주간

통근인구 및 주말 쇼핑인구
대규모 확보 가능

▪ 대규모 상가 면적 확보
가능하여2(최대 4,800m2) 자체적인
집객 효과 창출 가능

▪ 주위 G밸리 및 인접 쇼핑몰과
시너지 극대화 위한 활용 가능
– F&B 비중 증대, G밸리 경쟁력

강화 대여/공익시설 (G-밸리
전시부스 공간 등) 가능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대상 도로 지하에 기 공공 시설 매립
여부 확인 필요 (예, 상/하수도 시설
등)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 인근 오피스 빌딩 및 쇼핑몰들의

개발 참여 의향 등

개발
가능성

2B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추후변동가능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가산디지털단지역

35,961+a

838

가산디지털단지역

마리오아울렛 3

마리오아울렛 2

W몰

마리오아울렛 1

만승아울렛

하이힐아울렛

한섬팩토리 아울렛

제일모직
아울렛

원진아울렛

가산디지털단지역

35,961+a

가산디지털단지역

마리오아울렛 3

마리오아울렛 2

W몰

마리오아울렛 1

만승아울렛

하이힐아울렛

한섬팩토리 아울렛

제일모직 아울렛

원진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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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보지 예시 [가산디지털단지역] – Option 2. 역과 랜드마크
연결 및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5, 6번 출구 방향)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10,2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사 확장 (길이 총 600m, 폭 평균 17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코레일
합산 시 약 120,000명 (강남역 수준)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 출구개설요구 민원 해결 (5, 

6번 출구) 확장 및 신설
▪ 랜드마크 (주변 G밸리 오피스 빌딩) 

간 연결 및 네트워크 증대로 인한
지역 경쟁력 증대

공공성1

▪ 유동인구량 많음
– G밸리 및 오피스 빌딩 주간

통근인구 대규모 확보 가능
▪ 대규모 상가 면적 확보 가능하여2(최대

4,080m2) 자체적인 집객 효과 창출
가능

▪ 주위 G밸리 시너지 극대화 위한 활용
가능
– 통근자를 위한 슈퍼마켓 입점 및

F&B 비중 증대, G밸리 경쟁력
강화 대여/공익시설 입점 (G-밸리
전시부스 공간 등) 가능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대상 도로 지하에 기 공공 시설 매립
여부 확인 필요 (예, 상/하수도 시설 등)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 인근 오피스 빌딩들의 개발 참여

의향 등

개발
가능성

2B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추후변동가능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838

가산디지털단지역

LG 가산 디지털센터

우림 라이온스 밸리 C

S&T 중공업IT캐슬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가산 비즈니스 센터

우림 라이온스 밸리 B

우림 라이온스 밸리 A

에이스 테크노타워

한국음향

세진 이노플렉스

제이플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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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

18634 31881

18118

22697

31936

11428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신림역] – 역과 랜드마크 연결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4,2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신림역 역사 확장 (길이 140m, 폭 최대 30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94,000명 (6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여름/겨울에 쾌적한 도보환경

제공 가능
▪ 서남권 지역 거점으로서의

신림역의 집객 효과 극대화
▪ 지하 아케이드에 여러 출구를

개설,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공공성1 

▪ 유동인구량 매우 높으며, 
지속적인 유동인구 확보 가능
– 지하철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의 유동인구
– 서쪽의 먹거리타운, 동쪽의

주거지역까지 이동하는
유동인구

▪ 상가 면적 1,700m2  확보 가능2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대상 도로 지하에 기 공공 시설
매립 여부 확인 필요(예. 
상/하수도 시설 등)

개발
가능성

2B

신림역

94,302

추후변동가능

4942

원조민속
순대타운

패션/문화의 거리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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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8

14720

3491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홍대입구역] –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담당 역사 이용객수만 우선 고려 (국철 코레일 구간, 신분당선, 공항철도, 경의선, 분당선, 메트로9호선 이용 승객 제외)
3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4,725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홍대입구역 역사 확장 (길이 135m, 폭 최대 35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90,000명2 이상 (9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여름/겨울에 쾌적한

도보환경 제공 가능
▪ 홍대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집객 효과 창출 가능

공공성
1 

▪ 인구 유동량 높음
–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문화, 

예술 및 F&B를 목적으로
함

▪ 상가 면적 1,890m2  확보 가능2

▪ 인접 지역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패션 비중 증대 및
문화/공연 목적 공간 활용 가능

상업성

▪ 충분한 깊이의 토피 존재 확인
필요

▪ 기 조성된(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홍대입구역

89,241+a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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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9

27743
32451

14518

18126
14411

15807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종로3가역] – 역과 랜드마크 연결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10,5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종로3가역 역사 확장 (길이 300m, 폭 최대 35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83,000명 (11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청계천 주변 맞춤형 재개발지역

내 관수동과 낙원동에 해당
– 구 시가지 재개발에 의한

균형 있는 서울 발전 기여
– 지역 리모델링과 발맞춘

네트워크 증대 가능

공공성
1 

▪ 유동인구량 높음
▪ 대규모 상가 면적 확보

가능하여(최대 4,200m2) 
자체적인 집객 효과 창출 가능

▪ 청계천, 탑골공원 및 골목길, 옛
도시 모습의 가로 등을 연결,
전통문화/관광 지역화 가능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대상 도로 지하에 기 공공 시설
매립 여부 확인 필요 (예. 
상/하수도 시설 등)

▪ 기 조성된(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 및 전통 관광문화지와의
연결 가능성 및 지역 개발
계획과의 조화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종로3가역

82,824

관수동

낙원동

탑골공원

청계천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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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선릉역] – 역과 랜드마크 연결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3,5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선릉역 역사 확장 (길이 70m, 폭 최대 50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78,000명 (13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지하 아케이드에 여러 출구를

개설(유동량 많은 지역으로
통하는 지역에 출구
신설)하여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공공성
1 

▪ 오피스 빌딩 밀집지역으로, 
꾸준한 주간 유동인구수 확보
가능

▪ 상가 면적 1,400m2  확보
가능2

▪ 통근자들을 위한 슈퍼마켓
입점 및 F&B 비중 증대 가능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선릉역

77,894

10519

선릉역

77,894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 585

17202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교대역] –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6,3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교대역 역사 확장 (길이 180m, 폭 최대 35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78,000명 (14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여름/겨울에 쾌적한

도보환경 제공 가능

공공성
1

▪ 지하철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의 유동인구 및
주변 통근자 지속적 확보 가능
– ~16개의 광역버스 정차

(강남-경기도 외곽 방면
버스 정차)

– 법원 앞 오피스 밀집지역
▪ 상가 면적 2,520m2  확보 가능2

▪ 슈퍼마켓 입점 및 F&B 비중
증대 가능

상업성

▪ 충분한 깊이의 토피 존재 확인
필요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교대역

74,143

자료: 네이버 지도,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보고서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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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16441

18295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역삼역] – 역과 랜드마크 연결

역삼역 역사 확장 (길이 130m, 폭 최대 45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66,000명 (22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여름/겨울에 쾌적한

도보환경 제공 가능
▪ 지하 아케이드에 여러 출구를

개설,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공공성
1 

▪ 오피스 빌딩 밀집지역으로, 
꾸준한 주간 유동인구수 확보
가능

▪ 상가 면적 1,400m2  확보
가능2

▪ 통근자들을 위한 슈퍼마켓
입점 및 F&B 비중 증대 가능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기 조성된(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역삼역

65,513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3,5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자료: 네이버 지도,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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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

10090
12852

13500

18719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압구정역] –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8,4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압구정역 (길이 240m, 폭 최대 35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62,000명 (24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여름/겨울에 쾌적한

도보환경 제공 가능
▪ 주위 환경과의 조화 (압구정

로데오거리)

공공성
1 

▪ 지하철역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의 유동인구 및
관광객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
– ~15개의 버스 정차(강남-

강북연결 버스 및
압구정로데오거리 방면
버스 정차)

▪ 상가 면적 3,300m2  확보 가능2

상업성

▪ 충분한 깊이의 토피 존재 확인
필요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압구정역

61,560

압구정
로데오거리 방면

강북 방면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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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혜화역] – 역사 확장 후 지하 아케이드 조성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2,0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혜화역 역사 확장 (길이 80m, 폭 최대 25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60,000명 (26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랜드마크 (대학로 주변

연극/문화 지역) 간 연결, 
네트워크 증대

▪ 주위 환경과의 조화 (대학로
연극/문화 지역)

공공성
1 

▪ 주위 대학로 연극/문화
거리와의 시너지 극대화 위한
문화/공연 목적 공간 활용
혹은 F&B 비중 증대 가능

▪ 상가 면적 800m2  확보 가능2

상업성

▪ 충분한 깊이의 토피 존재 확인
필요

▪ 기 조성된 (혹은 건축/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연결
가능성 검토 필요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10043

36413

27406

11953

11729

14641

12334

혜화역

60,099

대학로 거리

대학로 거리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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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6 13837

12687

11964
11946

11059

17615

19944

12669

[Back-up] 개발 후보지 예시
[건대입구역/어린이대공원역] – 역과 랜드마크 연결

1 도시 개발 계획 상 적합성 평가: 공공 편익성, 네트워크, 통합개발
2 전체 지하보도 면적 (최대 2,700m2)의 약 40%를 가정함 (보도시설로 시설계획 지정 경우) 

건대입구역 역사 확장 (길이 90m, 폭 최대 30m)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80,000명 (12위)

▪ 보행자 편익 증대
– 지상 거리의 혼잡도 경감

가능
▪ 건국대학교 주위에 다수의

집객지역이 존재하여 지하
아케이드에 여러 출구를 개설,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가능

공공성
1 

▪ 주간/주말 꾸준한 유동인구수
확보 가능(대학교 통학 인구
및 주말 대학가 방문 인구)

▪ 상가 면적 1,080m2  확보
가능2

상업성

▪ 개발을 위한 시유지 확보
가능성 확인 필요

▪ 대상 도로 지하에 기 공공
시설 매립 여부 확인 필요
(예. 상/하수도 시설 등)

개발
가능성

2B 추후변동가능

건대입구역

80,236

건국대학교건대먹자골목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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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개발 매력도 낮은 사례 예시 [신도림역]

신도림역 (1, 2호선)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90,000명 (7위)

▪ 지하철 환승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지하철 역 출구 근접

버스정류장을 통하여 인천 등
경기 서부로의 환승 인구 다수

▪ 인근 랜드마크1와 신도림역 간
지하통로가 기 조성되어 있음
– 추가적 지하 아케이드 불필요

▪ 기타 유동인구가 인근 기계
제조업체 클러스터로 분산되어
Traffic이 집중되는 곳 없음

1898
771

1076

645

2977

997

296

5822

3824
5516

2221

3104
2606

5409
3992

3088

4104

772

3929

7854

1481

574

2989

2828
10719

995

10719 신도림역

91,984

2B

1 D-Cube시티, 신도림테크노마트

주요 특징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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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개발 매력도 낮은 사례 예시 [서울대 입구]

서울대입구역 (2호선)

▪ 일일 역사 평균 이용객 수 약
70,000명 (21위)

▪ 대부분의 지하철 이용객은
지상에서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 서울대입구역과 인접한

버스정류장 부근에 대부분의
유동인구가 위치함
(예. 서울대학교, 신림동 행)

▪ 역세권 내 집객 유도 시설이
부족하여 지하 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유의미한 유동인구가
부재하다고 판단됨22295

10201

22030

28274

22761

1680611452

서울대입구

67,920

2B

역사 일일 평균 이용객 수

주요 특징

역세권 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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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정부와 지하철 양
운영사가 협업해야 함

▪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전문 역량
구축 (예. 민간분야 전문가 영입) 

▪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성공시켜서
제도적 지원을 정당화 할 Track record 
구축 (예. 성수변전소 성공사례 구축)

▪ 도시계획 시,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하철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 구축
– 예. 도시 계획 TF에 지하철 운영사

직원 포함 등
▪ 도시계획 하에서 역사주변 부지

우선개발권(예.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부 부여

▪ 기존 지하철 노선 및 신설 노선, 
지하확장 가능 역사 등 역세권 개발
가능 지역의 선제적 발굴 및 수익성을
분석하여 서울시에 제안

▪ 중장기적으로 필요 시, 민간 소유의
부지를 포함한 개발 방안도 고려 (예. 
역세권 부지를 소유한 민간업체와 합작)

▪ 지하철 역사 확장, 도시철도 노선 확장
및 신설 계획 수립 시 지하철 운영사와
협업하여 역세권 및 지하공간 개발계획
수립

▪ 지하철 양 운영사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개발 기회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사업시행 타당성 용역에 대한 허가
– 예. 사당/복정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 정부가 안심하고 부지개발권을 제공할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고한
부동산 개발 역량 구축 필요

▪ 외부 전문가 영입 및 업계 선도 부동산
개발/건설 업체와 파트너쉽을 통한 역량
및 자금 조달

▪ 민간 업체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규제 상의 지원

지하철 양 운영사의 역할 서울시/정부의 역할

제도적 뒷받침

수익성 높은
개발 대상의
지속적 발굴

수익성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역량

역세권 개발사업 육성 위한 조건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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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 Next step
아이디어 실행 예상일정

자료: 서울메트로 관련부서, 서울시 관련부서

시유지 확보 /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 기획 및 사업성 평가 환승센터 개발 착수

▪ 환승센터 및 지하 아케이드 개발
계획 구체화

▪ 민간 선도 개발/건설업체와
파트너쉽 구축

▪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현물출자 혹은 매입의 방법으로
시유지 확보

▪ 최종 용적률 확정

▪ 합의된 시유지 확보방안 및
용적률을 토대로 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 (민간업체 활용)

▪ 개발 계획에 따른 예상 사업성
평가 및 프로젝트 진행 시기 조정

▪ 사당/복정 복합 환승센터 및 향후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민간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시행사, 
시공사, 투자자 등 유치

▪ 장기적인 역세권 개발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수의
개발대상 발굴 및 수익성 분석)

~’13 ~’14

서울시
도시계획과

▪ 향후 지하철 운영사 및 민간 전문가와 도시계획 과정에서 협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양 운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 용적률에 대한 의사결정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외주용역 및 자체분석을 통해 환승센터 개발 계획 구체화 및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및 필요 시 인재 영입

서울시
자산관리과

▪ 현물출자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전개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역세권 부동산/지하아케이드 개발

초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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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운행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개선안

아이디어 소개아이디어 배경

주요 가정

200 400

재무효과 (이익,억원)

▪ 추가대책 없이 연장운행 1시간 축소 시 약
400억 원 절감 가능

▪ 승객편의 유지를 위한 추가대책 실행 시
절감효과 약 200억 원으로 감소

연장
운행
단축
근거

24시~01시 이용 승객이 적어 ~400억 원의 적자 발생

올빼미버스 도입으로 인한 대체 운송수단 존재

시간대별 승객 비중, 퍼센트 손익분석, 억원

0~1시 비용 수익

1
3

8

13

7

4 4 4 4 4 4 5
6

9
8

5 5 4
3

1 60

430

▪ 2013년 4월부터 2개 노선에 대한 올빼미버스 도입
– 홍대, 종로, 강남 등 경유하는 2개 노선
– 24시부터 5시까지 운영
– 향후 9개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의견에 따르면, 올빼미버스
운영확대 시 심야 지하철 이용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최대 400억의 비용절감이 가능함
– 하지만 90% 가량이 인력 조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므로 즉각적 비용 효율화 어려움
– 인건비 제외 시, 운수수익 감소분이(60억)

비용 절감액을(50억) 초과해 오히려 단기적
수익성 악화 가능

▪ 또한 승객편의 유지를 위한 대책 없이 연장운행
축소 시 승객편의 침해 및 시민반발이 예상되므로
다음 세 가지 옵션 활용 필요
– 지하철 연장운행 일부 축소

– 지하철 심야시간 운임 현실화

– 올빼미버스 운영 추가 확대

HighLow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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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장운행 축소 시 최대 400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하지만, 인력조정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승객편의 침해가 예상됨

… 승객편의 침해에 따른 시민의 반발 우려 존재함
연장운행 축소 시 최대 400억의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단기적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30,000

올빼미버스
(9개 노선 예상)

1,000~
3,0001

27,000~
29,000

올빼미버스
(2개 노선) 

300~8001

지하철
(24시~01시)

일일 0시~1시 평균 수송인원 (명)

노선이
지나지 않는
지역 승객
및 시간대가
맞지 않는
승객의 편의
침해6028

384

비용
절감액

수익
감소액1

청소
용역비

10

수선
유지비

7

감가
상각비

9

전기료인건비

390

1시간 단축운행을 통한 비용 절감액
억 원

승무/역무/기술
분야에서
서울메트로
355명, 도철
137명 감축 가능

운행시간
감소에 따라
인건비 외 각종
운영비용 ~50억
절감 가능

기존
24시~01시
이용객 이탈로
인한 운수수익
~60억 감소

1 연장운행 축소에 따라 24시 이후 사용 승객이 24시 이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계산함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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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올빼미버스 운영 현황

도입 배경

시범 운영
현황

향후
확대운영
계획

▪ 버스 막차가 끊기는 심야 및
새벽시간대 이동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홍대, 종로, 강남을 경유하는 두
노선에 대해 시범 운영

▪ 운영시간: 24:00~05:00
▪ 요금: 1,050원

▪ 운행대수: 6대/노선

▪ 각 노선당 일 평균 1,000여 명
이용

▪ 향후 7개 노선 추가 예정

– 종로, 광화문을 중심축으로
방사선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

– 동대문, 남대문, 종로, 사당, 
잠실, 신촌, 영등포 등 경유

▪ 요금 현 1,050원에서 1,85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

도봉구

노원구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양천구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연신내역

종로

녹번역

한남동

강남역

대치역

가락시장
역

일원역

양재역

발산역

엽창역

홍대입구
역

청량리역

망우역

동대문역

송파차고지

진관차고지

강서차고지

중랑차고지

N37

N26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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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편의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연장운행 일부
축소

심야시간 운임
현실화

올빼미버스 운영
추가확대

설명 비용절감액승객편의 침해 리스크

▪ 단축시간 일부 축소
– 1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운행 단축
– 예. 0시 30분까지 운행

▪ 심야시간 운행간격 확대
– 현 평균 10분 수준의 운행간격을

확대하여 필요인력 및 자원 절감
– 예. 0시~1시 시간대 운행간격 30분

▪ 심야시간 수송원가 대비 수익이 매우
작으므로 운임 인상을 통해 현실화
– 예. 현재 기본요금 1,050원에서

올빼미버스 요금 수준임 1,850원
수준으로 인상

▪ 현재 계획 중인 올빼미버스 운영으로는
지하철 연장운행 축소에 따른 이탈
승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

▪ 현재 계획되어 있는 9개 노선 외에
추가적인 노선 확장

▪ 각 노선 내 버스 추가투입을 통한 수송
Capacity 증대

▪ 여전히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승객편의 침해 일부 발생 가능

▪ 운행간격이 확대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신속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운송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나 부담금이
증대됨

▪ 올빼미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의 이용객 편의 침해 발생
가능

~200억1

~50억2

~200억3

1 연장운행 12시 30분까지 축소 혹은 운행간격 2배로 확대 가정
2 올빼미버스 요금 수준 (1,850원) 으로 인상 가정
3 24시~02시 현 계획 수준 대비 10배 확대 운영 가정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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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아이디어 실행 예상일정

▪ 옵션 별 세부내용 확정
(예. 심야시간 운행간격
20분으로 확대)

▪ 세부내용이 확정된 각 옵션의
예상 연간 기대효과 산출
– 인건비 절감액의 경우, 

자연퇴직으로 인한 점진적
절감이 고려되어야 함

▪ 각 옵션 별 승객이 느끼는 편의
침해 정도 및 반대의 정도를
파악함
– 설문조사 실시
– 공청회 진행 등 가능

▪ 각 옵션 별 예상이익과 승객편의
침해 리스크를 종합하여 최종
실행안 결정

▪ 결정된 실행안의 대시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옵션별 예상이익 파악
옵션 별 승객편의 침해 리스크
파악

최종 실행안 선정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도출

‘13

즉시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의 필요 역할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본부 –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간 협업체계 구축
▪ 옵션 중 올빼미버스 운영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 확정 및 예상이익 분석

양 공사
▪ 옵션 중 연장운행 일부 축소 및 심야시간 운임 합리화에 대한 세부내용 확정 및 예상이익

분석

지하철 연장운행 탄력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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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설팅 개요

1. 추진배경

II. 경영현황분석

III. 개선방향성

IV. 단기채무감축방안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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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본청 및 주요 투자·출연기관의 채무 18.7조원 중 약13%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운영부채 및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수립이 목표임

‘12년 말 전체 채무1 현황 ’13 ~ ’14년까지의 채무 감축계획(6.23조)

12.6조

2.9조 2.4조

0.7조 0.1조

SH공사 시본청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

1 채무는 지방재정법상 개념으로서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의미

비중 67% 16% 13% 4%

SH공사

시본청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3년 ’14년 계

2.45조 2.97조 5.42조

0.19조 0.71조 0.90조

0.06조 0.05조 0.11조

0.02조 0.04조 0.02조

2.56조 3.67조 6.23조

추진배경 I. 컨설팅 개요
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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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설팅 개요

II. 경영현황분석

1. Framework

2. 사업현황

3. 재무현황

4. Benchmark

5. 자본조달

III. 개선방향성

IV. 단기채무감축방안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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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채무달성방안 수립 Framework

현황진단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채무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메트로가 제시한 ’13년, ’14년의
목표채무수준 달성방안을 수립함

경영현황진단

Time Series분석
(영업수익, 영업비용, 
경영성과, 안전성)

Cash  Flow 분석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

활동)

Account Ratio 분석
(수익구조, 비용구조, 

손익구조)

Benchmark 비교분석
(국외비교분석)

자본조달분석
(조달추세, 채무만기, 
자본비용, 잉여현금, 

자산매각)

채무증가
핵심원인 파악

개선 방향성 수립
목표채무

달성방안 수립

개선방향성수립핵심원인분석

원인별채무증가
기여도분석

목표채무
달성방안제시

방안별
우선순위제시

(37%)

(16%)

(47%)

공익성강화
정책효과

자본비용
부담능력

부족

내·외부
환경제약 등

자본확충

자산매각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

수입확대

지출축소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

목표채무달성가능성
검토

단기채무감축방안
제시

방안별우선순위구분

각방안적용시
채무감축효과제시

II. 경영현황 분석
1.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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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1 12,512 
(1,289)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1,003 11,880 
(878)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사업현황 – ’13년 경영개선계획 II. 경영현황분석
2. 사업현황

신규사업 발굴 및 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2013년 수익성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13년 사업전망

•매출액 :  1조 761억원
•영업비용 :  1조 1,259억원
•영업이익 :  (-)   1,289억원

•영업이익률:    -12%

•매출액 :  1조 1,003억원
•영업비용 :  1조 1,880억원
•영업이익 :  (-)  878억원

•영업이익률:    -8%

2012년 실적 신규사업 144억원

상가임대수익증대
79 억원

신규상가개발
17 억원

고부가가치광고수익
23 억원

유효토지매각
10.5 억원

기타수익증대
14.8억원

영업이익률: - 8%

2013년 계획

(단위:억 원)

영업이익률: - 12%

(단위:억 원)

“신규사업목표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손실 예상”

(Source: 2013년 경영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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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 ’05~’12 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계획의 계획대비 실제영업이익률 차이 추세 분석

영업이익률
- 신규사업개발을 통한 수익창출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해 수익, 비용 및
이익률의 과대계상부분 존재

중장기 재정계획
- ’04년 재정계획 수립 시 지속적인
계획대비 실제치 GAP이 발생하였고

- ’09년 재정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적인 GAP이 발생하고 있음

- 중장기 재정계획은 현재 2년주기
작성2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2년마다 Rolling하여
다음번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Feedback체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4년주기(’04년, ’09년)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Plan-Do-See의 환류체계의
적시성이 미흡할 수 있음

Key Findings

▪ 중장기 재정계획 대비 실제영업이익률

과거 계획 대비 실적 GAP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신규사업계획의 현실화
미흡, 정부·서울시 지원전망 현실화 미흡, 기존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feedback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됨

계획 1

실제

II. 경영현황분석
2. 사업현황

1 계획 영업이익률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운임인상효과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2 서울메트로 기획관리규정 제8조 : 중장기경영계획은 2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 및
경영목표의 변동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음

-0.1%

9.6%
8.0%

3.9%

9.6% 8.5% 8.4%
11.3%

-4.8%

-12.3% -13.1%
-15.6%

-21.7% -24.2%

-16.4%

-12.0%

'05 '06 '07 '08 '09 '10 '11 '12
“신규수익창출계획 및 정부·시 지원전망 현실화 미흡, 

결과에 대한 Feedback부족 등으로 인한 GAP”

(Source: ’04 중장기 경영전략, ’09중장기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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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6 '19 '22

공공성이 반영된 운임정책 및 수도권인구증가 정체로 인해 향후 운수수익의 저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

수익추세 분석

운수사업수익 추세
- 최근 5년간 기본운임 900 하에서
운수수익은 ’08년 7,909억원에서
연평균 1.05% 성장하여, ’12년
8,246억원이었음

- ’12년 2월 25일 기본운임을 150원
인상(16.67%인상)하였으며, 
증수효과는 889억원이었음. 
운임인상효과를 반영할 경우, 
운수수익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7% 
성장하였음.

- ’22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연평균
0.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운수사업시장의 성장세가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운수사업수익은 운임단가와
수송인원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수송인원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임료 인상만이
低성장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Key Findings

(Source: 2012년도 경영분석, 서울메트로 / 추계인구 (2010-2040), 국가통계포털)

“향후, 수도권 인구증가율의 정체로 인해 운수수익의低성장 심화 가능”

▪ 연도별 운수사업수익 추이

'08 '09 '10 '11 '12

▪ 수도권 예상 인구변화 추이

운임인상
효과(*)

연평균증가율 : 0.6%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 1.1%

0.91조원

0.82조원
0.79조원

26백만명
25백만명

>

(*)2012년 2월25일 운임인상효과 약900억원 고려

시계열분석 – 수익추세 분석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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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 원가추세 분석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원가추세 분석

 높은 고정비 비중
-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감가상각비가 전체
영업이익의 약80%를 차지함

- 인력예산 및 투자예산은 단기간에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단기간내의 비용 절감은
제한이 있는 비용구조임

 비용절감
- 인건비는 매년 총액제한내에서

증가

- 감가상각비는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증가

- 기타영업비용은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감율이 체감하고 있으며,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영업비용의 절감에는 한계가 있음

Key Findings

▪ 연도별 영업비용 발생 추이분석

영업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투자예산이
일반적으로 경직적인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 비용절감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경비성 비용 절감으로는 한계가 있음”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3.5%

▪ 연도별 영업비용 증감 추이분석

’12 인건비 0.8조 (63%)

’12 감가상각비 0.2조 (16%)
’12 기타영업비용 0.3조 (21%)

'03 '06 '09 '12'03 '06 '09 '12 '03 '06 '09 '12

인건비 누적 증감율 감가상각비 누적 증감율 기타영업비용 누적 증감율

증가추세 증가추세 체감추세

“고정성 비용 비중이 높아 단기적 절감은 어려움”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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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추이

시계열분석 – 경영성과분석

매년 지속적인 영업적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한 만성적자상태임

경영성과분석

연도별 경영성과 추이
- 최근 10년간 영업외비용은
영업외수익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운영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주된 원인임.

-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건설채무이자에 대한
서울시 책임상환으로 인한 감소임

Key Findings

(단위: 억원)

“당기순손실중 이자비용의
비중이 높음”▪ 연도별 채무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건설채무이자

운영채무이자

연평균 영업손실 : 
1,278억원

550 578 570 600 593 409 497 488 626 622

1009
660 544 373 246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237 1,289

'03 '06 '09 '12

2,690

1,728

'03 '06 '09 '12

연평균 경상손실 : 
1,829억원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 결산서, 내부채무관리자료)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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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10년간 당기순이익 vs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시계열분석 – 영업현금분석

영업비용 중 비현금유출비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의 비중이 높아 ‘이익의 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영업현금흐름이 크지 않아 자체 재투자여력이 부족함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 분석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1

-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누적차이는 과거10년간
(-)13,547억원으로 비현금유출비용
비중(영업비용 대비 감가상각비
15%, 퇴직급여 7%) 으로 인해
‘이익의 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등의
비현금성 비용으로인해
영업현금흐름이 (+)인 연도가
존재하나 영업현금흐름이 (-)이거나
크지 않아 자체 재투자여력
부족하며, 영업활동이 투자에
기여하지 못함

Key Findings

(단위: 억원)

(2,690)

(1,527)
(817)

(1,721)
(1,308) (1,447)

(2,374) (2,568)
(2,114)

(1,728)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당기순이익

(4,848)

(909)

1,338 697 1,305 
75 

(549) (2,069) (306)

521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누적
(-)18,293억원

누적
(-)4,746억원

GAP
(+)13,547억

1이익의 질(Earnings Quality)이란?
•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이익의 현금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현금성/비현금성 이익의 비중 및 경상적/비경상적 이익의 비중 등을 고려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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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 현금흐름 분석 결과 기 차입금 상환재원 및 투자재원조달을 차입에 의존하여 조달하고
있음

차입액 중 기 차입금 상환과 투자재원 사용분

차입의존경영

- 영업현금흐름이 크지 않거나 負의
금액이므로 투자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차입 및 출자에
의존하여 왔음

- 최근 들어 출자비율이 감소추세임에
따라 투자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투자재원이 부족하거나, 
채무상환 재원이 부족한 경우 또
다시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Key Findings

(단위: 억원)▪ 연도별 차입금 사용용도

3,295
(49%)

4,944
(59%)

1,218
(29%)

'10 '11 '12

투자
예산

채무
상환

기타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

▪ 평균 차입금 사용용도

49%

채무
상환

투자
예산

기타

시계열분석 – 투자현금분석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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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설비 교체 및 안전·서비스 기준 충족 등을 위한 미래투자예상금액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입증가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13년~’17년 투자비 예상액 추이

 노후시설투자 증가
- ‘74년 개통 후 39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설비보유비중이 높음

- 과거10년간, 연평균 투자비
2,343억원 중 연평균
노후시설투자비는 1,233억원으로
50%이상을 차지함

- ’14~’15년 노후관제소 교체 투자비
및 ‘16년 이후 노후전동차 교체
투자비 고려 시 향후 5년간
투자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ey Findings

1,240
억원

2,653
억원

1,847
억원

3,348
억원

3,318
억원

(75%)

'12 '13 '14 '15 '16 '17

▪ 향후5년간 예상 투자비 시계열 분석

“대규모 노후시설투자로 미래투자예상금액이 급격히 증가 예상”

안전·서비스
투자 등

노후시설투자 향후5년간
1조7천억원
투자예상1,100억원

4,400억원

시계열분석 – 투자현금분석 (계속)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Source: 서울메트로 2013채무관리계획, 내구연한 도래 전동차 교체방안 검토결과 보고, 노후관제소 현대화 및 본사 이전건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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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차입에도 불구하고 적정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자계획 변동성이 높아 높은
수준의 투자기획 역량이 요구됨

’12년, ’13년 기존 투자계획 조정 내역

 투자축소 및 이연현상 발생
- ’12년 예산편성 시, ’13년

투자계획을 1,043억원으로 결정

- ’13년 예산편성 시, 전년도
투자계획이 536억원으로 감소되어
계획이 수립됨

- 전년도에 수립한 투자금액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재편성

- 대부분의 투자는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격임

- 기존계획대로 수행하기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열차운행시간대에는
수행하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 투자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하였던 투자예상금액도 증가할
수 있음

Key Findings

2012년 예산편성 시 소요액
(단위: 억원)

‘11년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신도림역 구조개선 523 346 178 0 0 0 0 
지축차량기지노후시설개량 104 5 41 58 0 0 0 
군자차량기지 노후시설 개량 231 0 20 112 99 0 0 
2호선강북구간 성능개선공사(3차) 218 71 60 87 0 0 0 
고가방음벽 교체 및 성능개선 62 24 15 15 7 0 0 
내진성능개선 292 10 41 120 121 0 0 
혼잡역사 개선(시청1역) 389 126 80 183 0 0 0 
혼잡역사 개선(교대2/3역) 309 22 10 130 147 0 0 
혼잡역사 개선(서울1/4역) 119 14 18 87 0 0 0 
이동편의시설 확충 737 228 167 228 114 0 0 
전선로 개량 56 0 14 23 19 0 0 

총계 3,039 846 643 1,043 507 0 0 

2013년 예산편성 시 소요액
(단위: 억원)

‘11년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신도림역 구조개선 529 346 171 13 0 0 0 
지축차량기지노후시설개량 104 5 41 45 14 0 0 
군자차량기지 노후시설 개량 231 0 9 40 120 61 0 
2호선강북구간 성능개선공사(3차) 218 71 60 87 0 0 0 
고가방음벽 교체 및 성능개선 97 24 3 17 31 21 0 
내진성능개선 470 10 3 89 178 190 0 
혼잡역사 개선(시청1역) 389 126 80 30 153 0 0 
혼잡역사 개선(교대2/3역) 307 22 8 35 127 115 0 
혼잡역사 개선(서울1/4역) 119 14 18 20 67 0 0 
이동편의시설 확충 895 228 96 144 320 55 53 
전선로 개량 56 0 14 17 25 0 0 

총계 3,414 846 502 536 1,034 442 53 
(Source: 서울메트로 2012, 2013년 예산서(계속비조서)

시계열분석 – 투자현금분석 (계속)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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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증가추이

최근 5년간 부채수준이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음

자산, 부채 증가 추세

자산,부채의 증가 추세
- ’12년 자산은 4.48조, 부채는 3.3조, 
자본은 1.18조임. ’12년 자산과
부채는 각각 ’03년 대비 154.5%, 
108.6%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03~’12) 자산과 부채는 각각 연평균
4.93%, 0.95% 증가하였음

- ’08년 부채가 2.79%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4.35%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자산이 연평균 3.25% 증가한
것보다 그 속도가 빠름.

- ’03년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각각
2.9조원, 3.04조원, (-)0.14조원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였으나, ’04년
자본이 0.23조원으로 회복되었음.

Key Findings

▪ 부채 및 채무 증가추이

1CAGR : 연평균성장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부채CAGR1 : 4.35% 채무CAGR : 6.15%

'08 '09 '10 '11 '12

2조8천억원

3조3천억원

1조9천억원

2조4천억원

3조9천억원

4조4천억원

자산CAGR : 3.25%
3.25%

4.35%

6.15%

자산
CAGR

부채
CAGR

채무
CAGR

<
<

“최근 5년간 부채가
자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

시계열분석 – 안정성추세분석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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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채무규모 추이

시계열분석 – 안정성추세분석 (계속)

안전성 추세분석

재무 안전성 추세 분석
- 운영채무는 전체채무 연평균증가율

(6.15%)보다 빠르게 증가(7.5%)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한
출자금지원도 채무증가의 원인 중
하나임

Key Findings

“최근5년간
운영채무

빠르게 증가”

최근 5년간 출자금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한 차입이 증가하게 되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음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1.6조원 2.1조원

0.3조원

0.3조원

'08 '09 '10 '11 '12

운영채무

서울시상환채무

운영채무CAGR : 7.5%

▪ 연도별 출자금 지원 추이

0.5조원

0.06조원 0.07조원

'08 '09 '10 '11 '12

연도별 출자금
지원액

출자금지원액CAGR : -35.3%

“최근5년간
출자금지원

급격히 감소”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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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

시계열분석 – 안정성추세분석 (계속)

안전성 추세분석

 낮은 안전성 수준
- 부채의 증가로 인해 안전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08년 241%였던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2년
281%로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도 ’08
년 48%에서 54%로 증가함

- 또한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도 ’08
년 54%에서 ’12년 24%로 악화됨

- 이는 채무의 증가, 기존차입금 중
1년이내 만기도래분 증가, 
단기금융상품 처분을 통한
현금재원마련 증가 때문임

Key Findings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
추세”

최근5년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족재원 충당으로 인해 당좌자산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 연도별 안정성 지표 추이

241%

189%
212%

250% 281%

'08 '09 '10 '11 '12

54%

24%
14%

23% 24%

'08 '09 '10 '11 '12

48%
43%

49%
54% 54%

'08 '09 '10 '11 '12

부채비율 ▲

당좌비율 ▼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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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분석 – 수익구조분석

공공재 성격의 운수사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비운수사업 수익은 공간에 대한 대여 및 광고로
대부분 포화상태로 추정되어 수익의 성장성은 낮은 수준임

비운수사업 수익구조분석

 운수사업 비중 절대적
- 운수사업 비중이 약85%임

- 운수사업특성상 강한 공공성과
수도권인구정체 등의 문제로
운수사업수익의 성장성은 낮음

 비운수사업 15%의 낮은 비중
- 상가임대수익은 꾸준히

성장하였지만, 현재
공실률1%미만으로 성장이 정체

- 통신시설물 임대수익은 이미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성장이 정체

- 광고수익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통한 광고 수익의 증가가 있었지만, 
정액의 공간운영비 징수등의
문제로 성장이 정체

- 임대사업 등 고정수익의 지속적
확보 방안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Key Findings

(Source: 서울메트로 내부자료)

5,796
(86%)

7,909
(85%)

9,145
(85%)

975
(16%)

1,441
(15%)

1,616
(15%)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비운수사업

운수사업

(단위: 억원)▪ 매출 구성요소

▪ 비운수사업의 구성요소 비중

44.2%

31.2%

비운수
사업

수익 구성

40.8%

33.3%

‘11 ‘12

임대수익

광고수익

15.0% 24.6%25.8% 기타수익
15.0%

85%
운수사업

“비운수사업의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음”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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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기타

감가
상각비

1,639 
(19%)

2,299 
(21%)

2,557 
(21%)

5,699 
(66%)

6,970 
(64%)

7,620
(63%) 

1,256 
(15%)

1,544
(14%) 

1,873 
(16%)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비율분석 – 비용구조분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비중이 높아, 단기적인 획기적 절감이
어려움

원가 및 관리비의 구성요소 비중 Key Findings

(단위: 억원)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의 비중 및 추세  높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 인건비 비중은 ’02년도에 비해 3%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과거 10개년 동안 꾸준히 7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비중은 과거 10개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높은 고정비로 단기적인 절감이
어려우며, 기존의 절감 노력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인건비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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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분석 – 손익구조분석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편의 및 사회약자 배려 정책도 지속적 적자발생의 원인중 하나로 분석됨

47% 47%

41%
41%

12%
12%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무임수송

버스환승

3,485억원
3,044억원2,969억원2,987억원2,859억원

1,289억원1,463억원

2,217억원

영업손실

정기권,연장운행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회손실 Key Findings

▪ 연도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회손실

▪ 연도별 영업손실

 공공성 확보
- 서울메트로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정관1조)

-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조)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손실
보상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체결(정부지원
60~70%)을 통해 무임수송손실을
보전받고 있음

- 반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미지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 제공도 만성적자의 원인임”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결산서, 무임수송관련 토론회 자료)

II. 경영현황분석
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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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하철운영사와의 벤치마킹 결과, 서울메트로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재무현황 Position 분석

▪ 안정성 지표 - 부채비율

▪ 수익성 지표 - 원가율

주 : ‘12년말 기준 지하철 매출원가 Data (파리 및 뉴욕은 전체 매출원가, 도쿄메트로는 ‘11년말 기준)
(Source: 서울메트로 내부자료, 싱가폴, 홍콩,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지하철운영사 annual report)

302%
281%

229%
195%

122%
79%

43%

뉴욕
메트로
도쿄
파리
싱가폴
런던
홍콩

111%
105%

83%
80%
80%

63%
17%

뉴욕

싱가폴
도쿄
런던
홍콩
파리

주: 원 크기는 지하철 운영매출액 (파리 및 뉴욕은 전체 매출액)

Weak Strong안정성

St
ro

ng
W

ea
k

런던
Tfl

홍콩
MTR

뉴욕
MTA

도쿄
메트로

파리
RATP

`서울
메트로

싱가폴
수
익
성

▪ 재무현황 Position Matrix

메트로

비교분석 – 국외비교분석 II. 경영현황분석
4.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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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능력 대비 채무 보유 수준

유사 매출 규모의 싱가폴은 매출 규모 이내의 채무를 보유한 반면, 공사는 매출액 대비 2.3배로 높
은 수준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음

(Source: 서울메트로 내부자료, 싱가폴, 홍콩,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지하철운영사 annual report)

매출액 대비 채무 비교

부채
(0.9조)

0.1배

매출액
(1.0조)

채무
0.1조

부채
(52.3조)

매출액
(14.0조)

부채
(14.7조)

매출액
(8.0조)

채무
11.1조

1.4배

부채
(22.0조)

매출액
(7.2조)

채무
12.2조

1.7배

부채
(10.0조)

매출액
(4.1조)

채무
8.0조

1.9배

매출액
(5.1조)

채무
3.5조

0.7배

채무
2.4조

2.3배
채무

35.4조

2.5배

부채
(3.3조)

매출액
(1.1조)

부채
(8.9조)

싱가폴SMRT 서울메트로 홍콩MTR 도쿄Metro 파리RATP 런던Tfl 뉴욕MTA

비교분석 – 국외비교분석 (계속) II. 경영현황분석
4.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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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 – 자본조달구조

공사는 서울시 출자와 차입(도시철도공채, 공사채,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자본조달방법 총 자본조달액 (‘12)

(Source: 서울메트로 결산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된다_안전행정부 보도자료)

현물출자

자본금출자

도시철도공채

공사채

시재정투융자기금

출
자
금

차
입
금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시설 공사에 대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 자본금을 납입받음

도시철도공채 및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과
시책사업비수령액을 매년 서울특별시로부터 납입받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공채를 발행하고 , 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일정부분을 전입함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300억미만) 
또는 안전행정부(300억 이상)의 사전 승인 후,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재정투융자기금(존속기한
‘17.12.31)으로 부터 융자받음

현물출자 0.4조원

자본금출자 7.2조원

도시철도공채 1.4조원

공사채 0.5조원

시재정투융자기금 -

총자본조달액 9.5조원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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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조달추세 및 채무구성비중

과다한 부채비율로 인해 공사채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므로 출자금지원이 없는 한 가능한
재원조달원은 도시철도공채만 존재함

자본조달추세

출자금 변동 추이
- ’13년 출자금지원(예산)은

601억원으로, 최근3개년간
감소추세임

 도시철도공채 증가예상
- ’10년 자금수지 악화로 인해

시재정투융자기금을 긴급히
지원받았으나,  서울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지원금액은
감소추세

- ’11년 자금조달개선책으로
공사채를 발행하였었으나, 안행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라 향후
자체적인 자금조달은 어려운 상황

- ’13년에 노후시설 재투자, 
안전ㆍ서비스 재투자, 정책사업의
부족한 자금조달 및 기차입금
상환을 위해 도시철도공채
6,200억원을 차입할 예정

- 도시철도공채 비중 증가 예상

Key Findings

“도시철도공채 비중 증가로 만기
장기화 예상

자본구조 – 자본조달추세

'08 '09 '10 '11 '12 '13

차입조달
출자조달

0.8조원

0.4조원
92%

도시철도공채 비중
77%

그 외 23%

(예산)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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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만기구조 변화 추이

도시철도공채비중 증가로 인한 장기채무 비중의 증가로, 유동성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지속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존재

채무 만기구조 현황 분석

 채무 만기 장기화
- ’13년도 예산반영 시 상환기일이

5년이상 되는 채무의 비중이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의 만기가
장기화되고 있음

- ’13년말 기준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 채무의 비중은 22%로
단기재원조달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유동성 리스크는 낮은 수준임

- ’13년도 예산수립 시
도시철도공채1년
예상액(6,200억원)을 모두 차입할
계획임

 이자비용 부담 증가
- 만기 장기화로 인해 이자비용을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Key Findings

(Source: 서울메트로 결산서, 감사보고서, 2013년 예산서)

22%

23%

0.4조원
0.8조원 1.4조원

(54%)

'08 '09 '10 '11 '12 '13
1년이내 상환

2~4년이내 상환

5년이후 상환

자본구조 – 만기구조분석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채무의 만기구조 장기화 추세로 유동성리스크는 낮은 수준임”

(예산)

3.17 
2.73 

3.52 

4.21 

'08 '09 '10 '11 '12 '13 (예산)

가중평균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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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12

과거 5년간 이자비용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당기순손실 중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

과거5년간 이자비용 분석

 당기순손실 발생원인
-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자비용 부담이 큼

- 이자비용이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음

Key Findings

▪ 이자비용 시계열 분석

488억원

651억원
5년간

33.4%증가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12년 당기순손실 중 이자비용 비중

“이자비용으로 인한 손실비중 높음”

62%
38%

이자비용
651억원

그 외 기타비용
1,076억원

비용분석 – 조달비용분석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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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자체적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며, 
차입이자율은 시장이자율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이자율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과거5년간 이자보상비율, 이자율 분석

 잠재적 부실기업 수준의
채무상환능력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이자비용 부담 증가
- 공채(연이자율2.5%)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차입이자율은
일반적인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저리이지만, 시장이자율과의
Gap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Key Findings

-3

-3.9 -4.14

-2.34
-1.98

'08 '09 '10 '11 '12

“이자비용 부담능력 없음”

이자보상비율 지속적인 (-)

2.58% 2.92%

7.04%

3.76%

'08 '09 '10 '11 '12

▪ 차입이자율 시계열 분석

시장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낮은 이자율이나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감소추세”

▪ 이자보상비율 시계열 분석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비용분석 – 조달비용분석 (계속)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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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여유자금의 추이분석 결과, 차입을 통한 여유자금 보유 사례가 있음

‘03~’12년 재무활동 현금흐름 분석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영업활동 현금흐름 (4,848) (909) 1,338 697 1,305 75 (549) (2,069) (306) 521 

2. 투자활동 현금흐름 (1,960) (1,095) (2,334) (2,353) (2,172) (3,422) (5,628) (2,529) (1,816) (1,498)

3. 재무활동 현금흐름 6,691 4,210 1,048 3,058 2,218 1,062 4,008 3,623 3,007 730 

(1) 출자 8,679 5,180 2,945 3,105 2,906 3,820 5,179 693 585 669 

(2) 차입 5,983 5,754 4,109 2,363 1,724 0 2,138 6,657 8,421 4,222 

(3) 상환 (9,344) (6,770) (6,037) (2,399) (2,448) (2,763) (3,281) (3,721) (6,135) (4,258)

(4) 기타 1,372 46 32 (12) 36 5 (28) (6) 137 97 

4. 현금의 증가(1+2+3) (117) 2,206 53 1,401 1,351 (2,284) (2,169) (975) 886 (247)

5. 여유자금(기초) 1,346 1,228 3,434 3,487 4,888 6,239 3,954 1,785 810 1,696 

6. 여유자금(기말) 1,228 3,434 3,487 4,888 6,239 3,954 1,785 810 1,696 1,449 

Key Findings

(단위: 억원) 여유자금 과다현상
- 여유자금은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하여 정의함

- ’04년부터 여유자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07년에는
약6천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함

- 실제로 ’08년에는 차입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을 사용함

- 차입의존경영 구조에서 여유자금을
보유하였다는 것은 차입금의
일부분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한 것임

-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여유자금 보유”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비용분석 – 잉여현금분석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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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토지 매각가능성 검토

보유토지 매각가능성 검토 결과, 단기적으로 매각가능한 유휴토지의 예상매각차익은 71.5억원임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금액 비고 매각가능성(● ◐ ○) 결론

업무용
토지

공사 사용 134,892

본사부지 및 차량기지 토지. 
본사부지(취득가액 23억원)는 노후관제소 현대화 및 본사이전건
립 사업진행을 전제로 매각가능하나, 용적율 변경(250%→800%)
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실화 되기에는 변수가 많음

◐

• 그 외 단기적으로
매각가능한 토지
는 136백만원(총
142,909백만원의
토지 중 0.1%)의
토지만이 매각이
가능하며 예상매
각차익은 약71.5
억원임

서울시
사용

4,981
서울시(주차장), 동작구청(녹지대조성), 서울시내도로임 매각가
능성 낮음

○

비업무
용 토지

재개발
구역 편입
(2,806.7㎡)

40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개발에 포함됨. '13년중 매각
가능

●
매각차익10.5억원 예상

2,227
국제빌딩 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 사업 : 용산역세권개발에 편입
되어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

○

16 은평 뉴타운 인접 : 도시계획시설물에 해당되어 매각이 불가능 ○

96
동자동 4구역 도시환경정비 :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으며, 토지보
상매각 예정임

●
매각차익61.5억 예상

유휴
잔여지

(1,203.67
㎡)

92
본사부지 일부(테니스장)이며 경관녹지 해제불가 지역임. 매각가
능성이 낮으며, 매각차익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

○

1 인도일부 부지. 매각가능성 및 매각차익 낮음 ○

39
공유지분관련 토지와 지면보다 높은 토지로 구성. 매각가능성
및 매각차익 낮음

◐

임대 활용
(728.6㎡)

525 시설관리공단 등에 임대중인 토지임. 매각가능성 낮음 ○

II. 경영현황분석
5. 자본조달

매각가능자산 분석 - 유휴토지매각분석

(Source: 서울메트로 감사보고서, 결산서, 공사 소유 토지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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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설팅 개요

II. 경영현황분석

III. 개선방향성

1. 분석결과

2. 개선방향성

IV. 단기채무감축방안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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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분석결과

분석결과, 서울메트로는 차입의존경영구조로 인해 향후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채무진단 결과 시사점

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적인 이자비용 부담

부채추세
분석

금융비용
분석

재무활동
분석

투자활동
분석

차입금 상환 및 투자재원의 조달을 차입에 의존

대규모 노후시설투자로 향후투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잉여현금
분석

차입의존경영으로 인해 과다한 차입을 통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자체 영업활동으로는 이자비용 부담능력 없으며
당기순손실 중 이자비용 비중 증가
저금리 환경변화로 인해 이자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

차입금 상환재원 부족

이자비용 부담 지속적 증가

노후시설 투자재원 부족

재무안정성 급격히 악화 예상

차입의존 경영에 따른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III. 개선방향성
1.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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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 ‘13년 경영개선계획 손익Data 활용, 
신규수익창출계획 미고려(‘13~’17)

- 각 계정 과거CAGR활용하여 linear 
projection수행(‘18~’20)
인건비
- 현원유지 가정(‘13~’17)
- 과거CAGR활용하여 linear 

projection수행(‘18~’20)
투자비
- ‘13년 채무관리계획 투자Data 
활용(’13~’17)

- 과거평균투자비 활용(‘18~’20)
-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관제소
투자비 고려(‘16~’20)
출자금
- ’13(e)년 서울시출자금 지원금액의

602억원 지속가정

현 상황하에서는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이자비용 부담 지속적 증가, 노후시설투자비 증가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됨

'12 '14 '16 '18 '20

FY ’20
차입금163% 증가(E)

▪ 향후 순자산가액 예상▪ 향후 차입금 예상

2.4조원

'12 '14 '16 '18 '20

1.2조원

약 2017년
완전자본잠식(E)

4.0조원

E E E E E E E EA

E E E E E E E EA

▪ 주요가정

자본잠식 발생 가능

- 미래투자예상금액의 급격한 증가와 차입금 상환재원을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한
이자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

- 이와 더불어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약2017년에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됨

재정전망 분석결과

(-)1.2조원

III. 개선방향성
1.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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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종합

서울메트로의 채무는 공익성강화정책, 자본비용 부담능력부족, 내외부 환경제약 등의 10가지
원인에 의해 10년간 약2.4조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경영현황분석 결과채무증가의 핵심원인

low

Time Series분석
(영업수익, 영업비용, 경영성과, 

안전성)

Cash  Flow 분석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Account Ratio 분석
(수익구조, 비용구조, 

손익구조)

Benchmark 비교분석
(국외비교분석)

자본조달분석
(조달추세, 채무만기, 자본비용, 

잉여현금, 자산매각)

차입금 41%증가

'09 '10 '11 '12

2.4조

1.7조

연도별 차입금 규모

'09 '10 '11 '12

연도별 부채비율

281%

189%

부채비율 급격히 증가

지하철 운임가격 인상 억제 정책
(‘03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운임인상안 미이행 )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책 중 일부 진행 차질
발생 (사당 역세권 복합개발 약 10년 지연)

시민 편의 및 사회약자 배려 정책으로 인한
기회손실(노인무임승차 및 통합 환승손실)

수익 다각화 및 증대 노력의 성과 현실화 미흡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성과 체감 중

자금계획, 자금관리, 투자기획 등의 적시성있는
feedback체계 미흡

조직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설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상승
(최근 투자소요금액 급격히 증가추세)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재차입에 의존
(영업활동의 이자 기여도 아주 낮음)

서울시의 자금 지원여력의 감소

1

2

3

4

5

6

7

8

9

10

공익성
강화 정책

자본비용
부담능력

부족

내외부
환경

제약 등

III. 개선방향성
1.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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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과거 10년간 서울시의 건설채무 상환지원으로 전체 채무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운영채무는
지속적인 운영적자, 운임인상이슈, 서울메트로 내부적인 경영효율목표 달성미흡 등으로 인해 약
1.7조가 증가하였음

채무의 급격한 증가

FY '02 FY '12

건설
채무

운영
채무
0.7조

2.4조

2.2조원의 건설채무
서울시 원리금 상환지원

1.7조원 운영채무 증가
(’02대비 3.7배 상승)

2.2조

“ 민선3기 지하철부채 특별대책 수립시
목표 운영채무금액 1.2조의 2배 ”

운영
채무

전체채무 0,5조 감소

채무증가의 핵심원인 III. 개선방향성
2. 개선방향성 도출

채무증가의 핵심원인

지하철 운임가격 인상 억제 정책
(‘03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운임인상안 미이행 )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책 중 일부 진행 차질
발생 (사당 역세권 복합개발 약 10년 지연)

시민 편의 및 사회약자 배려 정책으로 인한
기회손실(노인무임승차 및 통합 환승손실)

수익 다각화 및 증대 노력의 성과 현실화 미흡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성과 체감 중

자금계획, 자금관리, 투자기획 등의 적시성있는
feedback체계 미흡

조직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설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상승
(최근 투자소요금액 급격히 증가추세)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재차입에 의존
(영업활동의 이자 기여도 아주 낮음)

서울시의 자금 지원여력의 감소

1

2

3

4

5

6

7

8

9

10

공익성
강화 정책

자본비용
부담능력

부족

내외부
환경

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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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조원의 채무증가액 중 약 63%에 해당하는 1조1천억원은 공익성강화 정책효과 및 자본비용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해 증가되었으나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증가함

원인별 채무증가 효과 분석 Key Findings

▪ 채무증가 원인 별 기여도

“ 총 1.7조원의 운영채무 증가액 중 약 37%는
여러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47%

16%

37%

(37%)

(16%)

(47%)

공익성강화
정책효과

자본비용
부담능력

부족

내·외부
환경제약 등

운임 억제 효과: ’03년 민선 3기 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중
운임인상안(2년마다 100원) 미이행 효과(약4천억원)
무임수송 및 서울시 통합 환승 기회손실: 각각 코레일과
경기도의 보전비율 Benchmark하여 추정한 효과(각각
약8천억원, 약5천억원)
서울시 출자금 지원: 상기 효과 중 공익성에 대한 대가로서
지원받은 시책사업비 출자금 및 채무책임상환예정지원액
차감(약(-)9천억원)
공익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채무 증가 약 8,243억원

이자비용 지출액: 서울 메트로는 주로 차입을 통해
이자비용을 부담(약 8천억원)
서울시 이자 지원: 건설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원을 통해
이자비용 지원 금액 차감(약 (-)6천억원)
자본비용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채무 증가 약 2,775억원

공익서비스 지출액: 미보전 되는 무임수송과 통합 환승 금액
및 연장운행, 정기권발행 등으로 인한 기회손실
설비교체비용 급상승 및 내부역량 부족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미흡 등..
※경영효율화 미흡 : ’03년 지하철 부채 특별대책수립 시

자체경영쇄신 노력으로 운영부채를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원인별 채무증가 기여도 III. 개선방향성
2. 개선방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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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고려사항

서울메트로의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수립 시 운임인상 한계, 매각가능유휴자산
부족, 투자재원 및 자금조달 확보 한계 등의 장애요인들이 존재함

신규
차입

서울시 출자금
지원 감소

이자
증가

여유자금
부족

차입의존
Cycle

만성
적자

투자 및
차입상환액

부족

“ 현재의 상황에서 서울시 출자금 지원 없이
서울 메트로 스스로 부채규모 감소 불가능 ”

“ 채무 악순환 Cycle을 단절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채무감축 한계 및 고려사항

추가자금조달 한계

• 안전행정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 상 과다한 부채비율로 인해
추가 공사채 발행 금지

미래투자재원 확보 필요
• 노후화된 설비보유비중이 높음
• 노후시설투자 및 안전·서비스투자 등
향후5년간 1조7천억원 투자예상

매각가능 유휴자산 부족

• 단기적으로 매각가능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전체토지의 0.1%에 불과

• 예상매각차익은 약70억원임
• 관제소투자비 재원조달을 위한
본사부지매각이 계획단계이나, 그 외의
예상매각차익은 미미함

운임인상 한계

•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운수수익 증대는
공공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저리의 이자비용 효과 감소

• 시장이자율과 도시철도공채이자율의
Gap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III. 개선방향성
2. 개선방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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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가 핵심원인으로부터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및 자산매각,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수입확대 및 지출축소의 4가지 개선방향성을 도출함

개선방향성 수립채무증가의 핵심원인

지하철 운임가격 인상 억제 정책
(‘03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운임인상안 미이행 )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책 중 일부 진행 차질
발생 (사당 역세권 복합개발 약 10년 지연)

시민 편의 및 사회약자 배려 정책으로 인한
기회손실(노인무임승차 및 통합 환승손실)

수익 다각화 및 증대 노력의 성과 현실화 미흡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성과 체감 중

자금계획, 자금관리, 투자기획 등의 적시성있는
feedback체계 미흡

조직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설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상승
(최근 투자소요금액 급격히 증가추세)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재차입에 의존
(영업활동의 이자 기여도 아주 낮음)

서울시의 자금 지원여력의 감소

1

2

3

4

5

6

7

8

9

10

지출 축소

수입 확대

관련 법률·제도 개선(정부 및 서울시 건의사항)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 강화

자산매각

자본확충

목표채무 관리 Model 수립

투자계획 재조정

운임매출극대화
상가운영사업 확대
광고사업 확대
인건비 절감
전동차 투자비 절감 등

즉각
재무구조

개선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

유휴자산 매각
사업용자산 매각

개선방향성 도출 III. 개선방향성
2. 개선방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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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설팅 개요

II. 경영현황분석

III. 개선방향성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2. 실행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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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채무 달성가능성 검토

검토결과 ’13년도는 목표채무를 달성하나, ’14년도의 목표채무 달성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계획대비 목표채무 수준

서울메트로 제시안

’13년 채무 2.56조
’14년 채무 2.85조

실현가능성 재판단

’13년 채무 2.47조
’14년 채무 2.56조

목표채무

’13년 채무 2.50조
’14년 채무 2.54조

'13(E) '14(E)

재정계획

재정계획
(수정)

목표채무
목표채무
0.03조

달성예상

2.56조
2.47조

2.50조

재정계획

재정계획
(수정) 목표채무

2.85조

2.56조
2.54조

목표채무
0.02조원

미달성 예상

차입금
- ‘안전행정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따른 과다차입계획 수정
- 도시철도공채 연간 최대 차입한도 고려 및 제시상환스케줄 수정
이자비용
- 차입금별 이자율 고려하여 수정
출자금
- ’13(e)년 예산상 출자지원금액을 기초로 향후 책임상환채무 스케줄을 반영하여 수정

▪ 재판단 시 주요검토내역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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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무 감축방안

유동성 확보 및 목표채무 달성과 서울시 전체채무 감축 목표달성 차원에서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1,907~3,031억원의 추가적인 채무감축효과가 예상됨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단기채무감축방안 ‘13년

~143억원

‘14년

~2,888억원

내역 실행여부 제약요인

투자계획 재조정
방안

1

골프연습장 매각3

유휴토지매각2

교육문화센터 매각4

동대문 별관 매각5

~72억원

-

~71억원

-

-

~493억원

~628억원

-

~643억원

~314억원

실행

실행

실행
 교육 공간확보를 위한

임차료 발생 예상

실행
 향후 임대수익 감소

예상

보류
 토지는 서울시 소유
 기존인원 이동공간 확보

 특별한 제약요인 없음

 특별한 제약요인 없음

 투자시기 조정, 
중복투자항목 제외

 재건축개발 및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동작동, 동자동
유휴토지 매각

 용답동
임대골프연습장(체육용지)
매각

 용답동 교육문화센터 매각

 동대문 별관건물 매각

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

6 - ~810억원보류
 지속적인 임차료 발생
 차입거래 회계처리

가능성 높음

 방배동 사옥 매각 후
임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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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획 검토 Framework

투자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투자시기 이연가능성과 투자규모 조정가능성 여부 검토
결과 ’14년까지 565억원의 채무감축효과가 예상됨

[별첨1] 투자계획 재조정 방안

’13~’20 투자계획 List2

5년간 10억 이상 규모의 투자안

금액적 중요성 고려

안전 중요도 고려

미투자시 전동차운행에 직접적 영향여부 고려

투자 시급성 고려

투자시기 이연가능성 여부 고려

투자금액 조정가능성 고려

효율적 투자를 통한 금액조정 가능성 여부 고려

투자계획 조정효과 도출

▪ 투자 재조정을 통한 단기채무감축 기대효과
’13년 ’14년

72억원1

투자안 통합시행

일부 관제소 투자

유지보수로
내용연수 연장

투자항목 조정

493억원 1

변경사유

예상 단기채무감축 효과

중요도 및 시급성
상대적으로 낮음

- (-)81억원
고가방음벽교체1
내진성능개선2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8억원3
옥수역 리모델링 (-)71억원 (-)106억원4
성수역 리모델링 - (-)28억원5
역사시설개선(교대역) - (-)68억원6
역사시설개선(시청1역) - (-)15억원7
역사시설개선(서울역) - (-)39억원8
정보통신 설비개량 - (-)85억원9

화장실 확충 - (-)6억원11
스테인리스 객실의자개선10 - (-)21억원

냉난방설비(기지) - (-)4억원12
본선환기설비 개량 - (-)14억원13
역사 시설물 개선 - (-)10억원14
기지건물 유지관리 (-)1억원 (-)1억원15
슬림형게이트 설치 (-)1억원 (-)6억원16
차량기지 전기설비 - (-)2억원171 검토대상투자계획’13~’14년 총 3,446억원 중 16%에 해당함

2 전로설비, 선로설비, 전동차량 투자안을 대상으로 함.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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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년에 해당하는 총82개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결과 17개의 투자안에 대하여
계획 재조정안을 제시함

[BACK-UP] 투자계획 평가

NO. 투자안 List
평가 항목 조정가능금액

시민안전 시민편의 내부투자 총계 '13 '14 '15 '16 '17
1 고가방음벽교체 및 성능개선

(937) - (81) (188) (359) (309)
2 내진성능 개선 1

3 냉난방설비(기지) (4) - (4) - - -
4 본선환기설비 개량 (28) - (14) (14) - -
5 성수역 리모델링 (141) - (28) (113) - -
6 옥수역 리모델링 (177) (71) (106) - - -
7 역사 시설물 개선 0 - (10) 10 - -
8 역사시설개선(교대역) (106) - (68) (60) 21 -
9 역사시설개선(서울역) (24) - (39) 8 8 -
10 역사시설개선(시청1역) (15) - (15) - - -
11 화장실 확충 (6) - (6) - - -
12 기지건물 유지관리 (2) (1) (1) - - -
13 슬림형게이트 설치 (18) (1) (6) (7) (3) (1)
14 정보통신설비개량 (27) - (85) 31 27 -
15 차량기지 전기설비 (2) - (2) - - -
16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 (417) - (8) (123) (286) -
17 스테인리스 객실의자 개선 0 - (21) (1) 22 -

총계 (1,902) (72) (493) (457) (569) (311)

(단위 : 억원)

1 시민안전과 관련이 있지만, 고가방음벽 교체 및 성능개선 투자안과 동시에 추진 시 효율적 투자를 통한 투자비 절감 가능 예상
2 시민안전과 관련이 있지만, 가장 노후화된 1호선관제소 우선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투자규모 절감 가능 예상

투자계획 재조정 방안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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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가능성 검토 결과, 동작동, 동자동 토지와 교육문화센터, 골프연습장, 동대문 별관 매각
방안을 통해 ’14년까지 1,656억원의 채무감축효과가 예상됨

[별첨2] 자산매각 방안

동작동 토지 10억원
• 용도 : 유휴토지

• 비고 : 재건축개발에 포함되어 매각 가능

동자동 토지 61억원 -
• 용도 : 유휴토지

• 비고 :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구역 포함되어 매각 가능

골프연습장1 - 628억원
• 용도 : ‘11년 기존 철도용지에서 체육용지로 분류, 현재 임대중

• 매각 시 기회손실 : 연 임대수익 19억원

교육문화센터1 - 643억원 • 용도 : 사무실용도사용(인재개발원, 기술연구원 총86명), 직원
교육 및 복지시설 및 임대 사무실, 치과의원, 체육센터 등

동대문 별관1 314억원 • 용도 : 사무실용도사용(승무사업소 1개소, 서비스센타, 13개관
리소)

1

2

’13년효과 ’14년효과검토내역

3

71억원 1,585억원예상 단기채무감축 효과
1 토지공시지가 및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고려, 임대료 기회손실 및 추가발생 임차료 고려, 토지 및 건물 현황 등 메트로내부자료 활용
※ 추후 분석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비고

4

동작구
동작동

용산구
동자동

1

2

성동구
3을지로

5

5

4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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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자산매각 방안 - 자산실사 결과

매각 방안 수립을 위해 교육문화센터, 골프연습장, 군자차량기지, 동대문 별관 실사 수행결과
여유공간 활용정도에 따라 일부 자산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구분

교육문화센터
(용답동)

실사 결과

▪ ‘12년 운영실적은 3억4천만원 적자 발생
▪ 공실률이 매우 높음

- 교육 및 복지시설 사용률 28.02% > 공실률 71.9%
- 사무실 공간 2,013.8㎡(전용면적)을 113명 사용(18㎡/1인))

▪ 시 투자기관 사용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만 사용 중

골프연습장
(용답동)

▪ 연 19억원 임대수익 창출중임
▪ 인근 경쟁골프연습장 부재 및 시설수준이 높아 임차인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토지는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음

군자차량기지
(용답동)

▪ 북부검수고의 증설공사를 통한 검수노선 확장 및 사무실
재배치 진행 중

▪ 후생관 일부 유휴면적 발생(변동가능)
▪ 후생관은 매우 노후화되어 부지활용 극대화 차원에서는

건물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신축비용 발생 가능)

동대문 별관
(을지로7가)

▪ 최초 건립 시에 7층~11층 공간을 사무실임대로 계획하였으나, 
근무환경개선 목적으로 승무사무소 및 기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각/임대 시에는 기존 인원이 이동할 공간이 필요함
▪ 토지소유권은 일부 국유지(12.9㎡) 가 포함되어 있어 매각 시,

국유지 매입, 토지교환 등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

예상되는 방향성

▪ 매각대금 활용방안 수립 필요

▪ 매각대금 활용방안 수립 필요

▪ 일부 공실 및 후생관 부지 활용
방안 수립 필요

▪ 타 건물(교육문화센터, 
군자차량기지)의 공간을 활용하여
별관인원 이동방안 수립 필요

▪ 인원이동 정도 및 국유지 사용
협상결과에 따라, 임대/매각 방안
결정 필요

Source : 서울메트로 제시자료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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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자산매각 방안 -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

골프연습장은 매각이 가능하며, 유휴공간 확보 수준에 따라 교육문화센터 또는 동대문 별관의
선택적 매각이 가능함

1 후생관 신축비용, 기존설비 이동비용 등 공간확보방안 수행 시 필요재원마련 효과가 있으며, 보유시에는 임대료 단가 상향조정을 통한 수익성 증대도 고려가능

교육문화
센터

군자차량
기지

동대문
별관

• 매각 후 전문교육설비장 건물내 임차

•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활용하여 여유공간
추가확보(인재개발원에는 공실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후생관 신축을 통한 유휴공간 확보

• 전문교육설비 이동을 통하여 여유공간
추가확보

(교육문화센터→ 군자차량기지 등)

•교육문화센터와 군자차량기지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별관인원 이동

골프연습장

교육문화
센터

동대문 별관

전체 건물을
비우는 것이
가능한가?

국유지 이슈 해
결 및 전체 건물
을 비우는 것이
가능한가?

•매각1

Y

N

•매각

•일부공간 임차 등
•동대문별관의 인원이동

•매각

•임대확대

Y

N

공간확보 방안 자산 매각시 고려사항

군자
차량기지

• 동대문별관의 인원이동
• 교육문화센터 전문설비
이동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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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자산매각 방안 - 자산 매각 Scenario 별 효과

동대문 별관은 기존인원 이동공간이 부족하므로, 교육문화센터 및 골프연습장 매각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

Scenario1 (실현가능성 )

골프연습
장

교육문화
센터

동대문
별관

군자
차량기지

매각
220억~314억원

매각
440~628억원

골프연습장

교육문화
센터

군자
차량기지

등

교육공간
임차 등

매각
440~628억원

매각
450~643억원

Scenario 2 (실현가능성 )

매각대상 : 동대문 별관, 골프연습장
효과 : 660~942억원

매각대상 : 교육문화센터, 골프연습장
효과 : 890~1,271억원

전문교육설비 이동

인원이동

인원이동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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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골프연습장 매각을 통해 440~628억원의 추가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식 활용. 2. 해당 예상치보다 정확한 매각가액은 감정평가수행을 권고함

[별첨2] 자산매각 방안 - 골프연습장 현황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개요 자산 활용방안

 검토결과
매각 시에는 후생관 신축비용, 기존설비 이동비용 등
공간확보방안 수행 시 필요재원마련 가능 (1안)

보유 시에는 임대료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수익성
증대 가능 (2안)



 매각 시 재무적 영향
매각가액 : 440~628억원 예상2

추가비용 : 매년 임대료 수익 19억원 기회손실 예상

현 임대료 수익고려시 634억원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매각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고려사항
관련 부지는 체육용지로 용도 변경된 상태 이므로
특별한 제약사항 없음

단 일부 궤도 야적장으로 사용중인 부지(골프 그물망 밑
일부 부지)는 지속적으로 메트로 측에서 현재처럼
사용하여야 함(서울메트로 의견)

야적장 부지를 매각 후 메트로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운영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수자와의 무상사용 협상 노력도 필요함



위치도

 소재지 : 성동구 용답동 182-11번지 및 223-21번지
 토지면적 : 12,214.5㎡ (약 3,694평)
 지목 : 체육용지
 현황 : 연 임대료수익 19억원
 건물 기준시가1 : 27억원
 토지 공시지가 : 4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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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자산매각 방안 - 교육문화센터 현황

서울메트로의 교육문화센터 매각을 통해 450~643억원의 추가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식 활용. 2. 해당 예상치보다 정확한 매각가액은 감정평가수행을 권고함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개요 자산 활용방안

 검토결과
실제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교육·복지를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사용율이 매우 저조함

매각을 위해서는 전문설비교육장(PTS, FTS)의 교육설비
이전 및 교육기능 확보가 필요함

전문교육설비는 군자차량기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서울메트로 내부검토 중)

교육기능 확보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활용, 
필요 시 교육장 임대를 통해 전체 건물을 비울 수 있어야
함

인재개발원측에서는 공실이 없어 전혀 수용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매각 시 재무적 영향
매각가액 : 450~643억원 예상2



 고려사항
지하철 양공사의 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한 직원
기존교육시 사용된 공간만큼의 임대공간 확보 필요



 소재지 : 성동구 용답동 223-2번지 외 2필지
 토지면적 : 24,105㎡ (약 7,292평)
 지목 : 하천, 대지, 제방
 ’12 손익 : 약 3.4억원 손실

(수익 6.5억원, 운영비 9.9억원)
 건물 기준시가1 : 142억원
 토지 공시지가 : 308억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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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자산매각 방안 - 군자차량기지 현황

군자차량기지는 교육문화센터 전문교육설비 이동, 건물신축을 전제로 한 동대문 별관 인원
이동공간, 또는 본사매각 시 이동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함

 소재지 : 성동구 용답동 무궁화길 58
 토지면적 : 268,220㎡ (약 81,137평)
 지목 : 제 1,2종, 일반주거
 상주인원 : 800명 (용역업체 150명)

개요 자산 활용방안

 검토결과
북부검수고의 증설공사를 통한 검수노선 확장 및
사무실 재배치 작업 진행 중

재배치 결과, 검수동 4층 및 후생관 4층에 일부
여유공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검토 결과
검수동은 유휴공간이 없다는 답변(군자차량기지
의견)

후생관은 노후화되어 부지활용 극대화 차원에서는
건물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신축비용 발생)



 북부검수고 증축 시, 발생 가능한 유휴면적

위치도

약 100㎡ ~ 1,789㎡

약 252㎡ ~ 1,249㎡

북부검수고 증축

검수동
일부

수용(불가
)

후생동
일부 수용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17,546㎡

유휴면적 TBU

(서울 메트로

내부 협의 중)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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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자산매각 방안 - 동대문 별관 현황

동대문 별관인원을 교육 문화센터의 유휴공간 및 군자 차량기지(후생관 부지 건물신축 전제)에
이동 재배치 할 경우, 매각 및 임대방안이 가능함

1 총 인원 580명 중, 주간 상주인원을 기준으로 작성. 2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식 활용. 3 해당 예상치보다 정확한 매각가액은 감정평가수행을 권고함

 소재지 : 중구 을지로 7가 4-24 
 토지면적 : 3,419 ㎡ (약 1,034평)
 지목 : 체육용지
 현황 : 지하 4F, 지상 11F, 총 인원 235명1 (’12년 기준)
 건물 기준시가2 : 95억원
 토지 공시지가 : 125억원

개요 자산 활용방안

 검토결과
최초 건립 시에 7층~11층 공간을 사무실임대로
계획하였으나, 근무환경개선 목적으로 승무사무소 및
기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매각/임대 시에는 교육문화센터, 군자차량기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별관인원 이동 필요

토지소유권은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각
시에는 국유지 매입, 토지교환 등의 협의가 필요함



 매각 시, 재무적 영향
매각가액 : 220억~314억원 예상3



 고려사항
동대문 일대 주변 부동산시세하락 현상 고려 필요

동대문 별관 위치 시설분야가 교육문화센터 및
군자차량기지로 이동 시 담당구간 상이(동대문별관 3, 
4호선 담당, 군자기지 1, 2호선 담당)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업무처리 지연, 안전문제발생가능)(서울메트로 의견)
인원 이동 가정 시 열차운행계획, 인력운영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서울메트로 의견)

3층의 정보통신기계실(3,4호선)의 이동비용은
25억원~30억원으로 예상됨 (서울메트로 의견)



위치도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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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3개 별관(동대문, 대림, 신답)의 토지·건물 사용현황 및 소유 현황 등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별첨2] 자산매각 방안 - 각 별관 사용현황

동대문 별관
(을지로 7가)

•전용면적: 6,114㎡
•상주인원: 235명
→ 1명 당 26.0㎡

• 2-37번지(586.8㎡): 서울시, 경찰
청

• 4-24번지(774.9㎡): 서울시
• 10-2번지(46.1㎡): 서울시, 국가
• 10-4번지(46.9㎡): 서울시, 국가

• 별관 10-2, 10-4 
부지 일부가 국
유지

대림 별관
(구로구)

•전용면적: 4,354㎡
•상주인원: 255명
→ 1명 당 17.1㎡

• 구로구 구로동120-3번지 외 8개
(1981㎡):  전부 서울시 소유

• 자료상으로는
타 별관 대비, 1
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적음

신답 별관
(성동구)

•전용면적: 3,783㎡
•상주인원: 152명
→ 1명 당 24.8㎡

• 성동구 용답동127번지(3,400㎡):  
전부 서울시 소유

• 별관 아래 위치
한 부지 위로 철
로 존재

1

2

사용현황1 토지소유 현황별관

3

비고

대림
별관

2

신답
별관

3

동대문
별관

1

Source : 서울메트로 내부자료
1. 사용현황의 1명 당 전용면적을 계상할 때에는 전용면적은 기계장치가 위치한 면적(지하 기계실 등)을 제외하고 계상되었으며, 상주인원은 주간(09시~18시) 상근자로
제한해서 계상함

서울특별시 주요 건물 위치도

골프
연습장

교육
문화센터

군자
차량기지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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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사옥매각 후 리스방식을 통해 810억원의 추가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3] 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유보안)

방안1

구조

기대
효과

장점

단점

본사사옥 기부대양여를 통한 신사옥 건설1

서울메트로 신사옥건설
현사옥매각

 신사옥 확보 및 관제소 설치비 자금조달 부담 없음
- 민간건설업체 공사비 : 건물공사 912억원, 관제소 설치

716억원
- ’15년 이후 개발이익 배분 약500억원 예상(용적율 800% 

승인 가정)

 민간업체의 개발이익 일부 수령 가능

 일반상업지역(800%)으로 용적율
변경승인(도시계획국)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움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시 초과비용에 대한 민간사업자
리스크 부담으로 서울메트로 재정부담 증가 가능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민간건설업체와의 의견조정 필요

방안2 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

서울메트로 신탁회사

 ’14년까지 약 810억원 현금유입 예상
- 사옥매각대금 약 900억원(기존 감정평가)
- 사옥 연간임대료 – 연10% 가정 시 매년 90억원 예상

 용적율 변경 없이도 매각대금의 조기 현금유입 가능

 지속적인 임대료 부담존재
 잠재적 투자자 조기 확보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매각실행 시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판매 후 리스에 대한 차입거래 회계처리 가능성
 기존 인원/설비 이동공간 확보 필요(군자차량기지 후생관

부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간건설
업체

현사옥개발
이익 배분

1 ‘노후관제소 현대화 및 본사이전건립’자료 활용

매각대금

임대료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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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대양여 방식의 경우 재원조달 부담이 적으며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기채무감축 효과를 얻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비 증가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 요소가 많음

[BACK-UP] 기부대양여 방식 사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사업

사업시행자  인천 도시개발공사

민간시행사  (주)메트로코로나

시사점

진행배경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이익의 일부를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음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로의 신규캠퍼스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으로 하여
PF사업을 공모

진행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분양상한제로 인해 PF대출이 어려워
사업지연
 건축 도중에 사용자측의 설계변경 요구와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의 건축비 상승요인이 발생
 건축비 증가분의 분담에 대해 갈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비 증가분에 대하여 800억원의

증액안을 제시
 민간사업자는 증액안을 거부하여 결국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분리 추진(’08 12월)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변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민간사업자 부담 증가 위험

이전되는 공공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지역갈등이 심화가능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개발로
인한 재원 확보가 용이

사업비변경에 대해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사업비 충당도
가능

1

2

3

4

5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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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사옥 판매 후 리스 사례

최근 현대상선, 하이트진로 등 채무감축과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사옥을 판매 후 리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현대그룹

기간
및 조건

 Sales & Leaseback , 우선매수청구권 소유
 6년간 취소 불가능한 운용리스계약 체결

매각 금액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현대증권 등 사용) 
 2012년 7월 27일 2,262억원에 매각

양수회사  코람코 자산운용회사

하이트진로

기간
및 조건

 Sales & Leaseback
 20년간 취소 불가능한 운용리스계약 체결

매각 금액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
 2012년 6월 28일 1,340억원에 매각

양수회사  엠플러스 자산운용회사

하이트
진로

(임차인)

엠플러스
(사모부동산투
자신탁4호펀드)

임대료

매각
대금

구조

현대그룹 내 현대상선 운용리스 스케줄

구분 금액

1년 이하 8,003

1년 초과 ~ 5년 이하 34,061

5년 초과 4,854

합계 46,918

(단위: 백만원)

*2012년 감사보고서

하이트진로 운용리스 스케줄

구분 당기말

1년 이하 9,625

1년 초과 ~ 5년 이하 40,966

5년 초과 187,483

합계 238,075

(단위: 백만원)

 회계처리
-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후 처분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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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효과 제고를 위해 야적장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임차계약협상 및 대체부지 확보비용
분담협상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I. 장애요인 II. 극복방안(보완) III. 필수고려사항(보완)

1. 매수자의 과도한 임차료 요구가능

•야적장 부지 임차 시 향후
매수인의 과다한 임차료 요구 가능

2. 야적장 대체부지 확보비용 발생
가능

•임차가 어렵거나, 과도한 임차료
요구 시 야적장 대체부지 확보
비용 발생 가능

- 장대레일 용접작업장 레일반입
출입구 및 야적장 대체부지 확보
필요

- 선로 부분조정 이설 필요

- 전동차 폐차선로 및 전동차 반출
작업장 대체부지 확보 필요

1. 매각계약 시 야적장 부지 임차
협상 실행이 선행되어야 함

•대체부지 확보비용보다 임차료가
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예상

2. 대체부지 확보는 임차가 어려운
경우 실행되어야 함

•전농천 복개, 직원 족구장부지
활용, 인근차량기지 여유공간 검토
등

1. 낮은 임차료 협상

• 무상임차기간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계약시도 필요

•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적장
부지사용여부는 현 골프연습장
운영수입 증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

2. 계약조건 강화

•매수자의 임차계약 해지 요구
시(건물신축 등) 메트로가 부담할
대체부지 확보비용 중 매수자가
일부부담하는 조항 확보시도 필요

3. 매각가액 극대화

• 감정평가 시 주변 매매사례보다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함

IV. 단기채무감축방안
2. 실행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세부 고려사항 - 비사업용 자산매각(골프연습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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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효과 제고를 위해 필수전문시설 교육장만 임차하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후생관 부지, 
동대문별관 유휴공간 등 다양한 전문설비 이동공간 가능성 검토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I. 장애요인 II. 극복방안(보완) III. 필수고려사항(보완)

1. 매수자의 과도한 임차료 요구가능

•전문설비교육장 임차 시 향후
매수인의 과다한 임차료 요구 가능

2. 전문설비교육장 이동부지
확보비용 발생 가능

•전문설비교육장(PTS, FTS 등)을
이전 설치할 공간확보 필요

1. 매각계약 시 전문설비교육공간
임차 협상 실행이 선행되어야 함

•교육 시 전문설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장만 임차

•대체공간 확보비용보다 임차료가
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예상

2. 대체공간 확보는 임차가 어려운
경우 실행되어야 함

•교육 시 전문설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장만 이동

•군자차량기지 후생관 부지 활용, 
동대문별관 유휴공간 활용1,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다양한
대체공간 검토 필요

1. 낮은 임차료 협상

• 최소공간임차를 위해 전문교육설
비의 건물 내 특정area로 모두 모
아서 재배치도 고려 필요

• 시설관리공단에 매각 시 과도한
임차료 리스크 감소 가능2

2. 전문교육설비 이동공간 검토

•후생관 부지 : 건물을 신축하여 전
문교육설비 이동검토 필요 (본사
이전계획과 연계필요)

•동대문 별관 : PTS, FTS실을 제외
한 나머지 교육설비만 분리하여 별
관 유휴공간으로 이동방안 검토 필
요1

•서울시 인재개발원 : 교육장 이동
및 임차협조 요청 필요 3

1 동대문별관 유휴공간은 약1,700㎡이며, 각 설비이동가능성 검토필요(FTS실의 설비는 별관 천장높이 고려시 이동이 어려움(메트로 검토결과)
2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본사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교육문화센터 매수의향이 있음
3 실행단계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임차협조 요청을 위한 서울시 지원 필요

IV. 단기채무감축방안
2. 실행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세부 고려사항 - 비사업용 자산매각(교육문화센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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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설팅 개요

II. 경영현황분석

III. 개선방향성

IV. 단기채무감축방안

1. 단기채무감축방안

2. 실행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1. 중장기 재정계획 영업손익 전망

2. 중장기 재정계획 채무수준 전망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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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계획 영업손익 전망

경영 개선방안과 운임인상이 실행된다면, 공사의 영업손익은 중장기적으로 흑자개선 될 것으로
예상됨

※경영개선효과는 수익성 개선방안의 낙관적 기대효과 적용
Source: 서울메트로 중장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중장기 수익성 개선효과 컨설팅 결과물

서울메트로 손익전망
운임인상 1안+경영개선

'12 '15 '17 '20

-1,289
-778

885

2,162

서울메트로 손익전망
운임인상 2안+경영개선

'12 '15 '17 '20

-1,289

9

1,669

2,944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1. 중장기 재정계획 영업손익 전망

운임인상 1안: ’15.1.1 +150원, 격년 +200원

운임인상 2안: ’15.1.1 +250원, 격년 +200원(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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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계획 채무전망

경영 개선방안과 운임인상이 실행된다면, 공사의 채무는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경영개선효과는 수익성 개선방안의 낙관적 기대효과 적용
Source: 서울메트로 중장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중장기 수익성 개선효과 컨설팅 결과물

운임인상 1안: ’15.1.1 +150원, 격년 +200원

운임인상 2안: ’15.1.1 +250원, 격년 +200원(단위: 억 원)

V.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2. 중장기 재정계획 채무수준 전망

'12 '15 '17 '20

24,322

27,324

25,153

17,452

서울메트로 채무전망
운임인상 1안+경영개선

'12 '15 '17 '20

24,322

26,503

22,795

12,748

서울메트로 채무전망
운임인상 2안+경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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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축 효과가 없고 주기적인 재평가비용으로 인해 재평가실익은 크게 없으나, 타 지방공기업
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평가효과를 공사채 승인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1 서울메트로 자산재평가검토결과 보고자료 참조
2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093호, 2011.11.24) (약2억5천만원/회)
3 “13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5.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발행승인기준–발행한도액”조항에 추가 혹은 안행부 별도방침으로 제도개선 건의 필요

자산재평가 시 효과 시사점 검토결과

장
점

단
점

부채비율 개선효과
-개선전 부채비율(‘12): 281%
-개선후 부채비율(‘12) :133%1

국내외사업 입찰시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가능

재평가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효과는 공사채 발행
승인시 고려되지 않음
(‘13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부채비율 200%이상인 경우
안행부 승인대상이나, 
설립시점 고려 시 부동산
취득가액이 타 지방공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주기적인 재평가 비용 발생2
평가를 하면 이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재평가 비용 부담 존재

직접적인 채무감축효과는
없음

단순 부채비율 개선이므로
채무수준 개선과는 무관함

자산재평가는 실질적 채무감축
효과는 없으며, 최초 수행 후
주기적 재평가 의무가 있으므로
실익은 크게 없음
단 메트로 설립시점 고려 시
자산재평가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타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부채비율200%기준”적용은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자산재평가 효과 배제 기준의 개선
혹은 보완에 대한 건의 필요
단 재평가 결과를 재무제표상
반영하면 지속적인 재평가 비용이
발생
재무제표상 반영 없이 재평가를
반영한 재무구조 개선결과가
공사채 승인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3 추진 필요

[별첨] 서울메트로 자산재평가



서울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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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채무감축 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2. 예상채무 및 목표채무 GAP분석

3. 목표채무 달성 가능성 검토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III.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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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채무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채무 증가 추세

채무의 증감 추세
- 도시철도공사의 채무는 과거5년간
지속적인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 운영채무는 과거5년간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양공사의 수익/비용구조, 채무구조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Key Findings

▪ 도시철도공사

1CAGR : 연평균성장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
2 서울시 책임상환 분 제외

“도시철도공사의 과거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었음”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결산서)

운영채무2CAGR : 1.58%

0.6조원 0.6조원

1.6조원

2.1조원

'08 '09 '10 '11 '12

채무CAGR : -12.35%

1조2천억원

0.7조원

'08 '09 '10 '11 '12

1조9천억원

2조4천억원

운영채무2CAGR : 7.54%채무CAGR : 6.15%

시계열분석 – 채무추세 분석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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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 출자지원 분석

연도별 출자금, 보조금 지원 추이

재무 안전성 추세 분석
-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한
출자금지원도 채무증가의 원인 중
하나임

Key Findings

양공사 모두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서울시 책임상환 채무잔액 감소 등으로 인해
출자금 및 보조금 지원액은 급격히 감소추세임

▪ 도시철도공사

0.5조원

0.06조원 0.05조원

'08 '09 '10 '11 '12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결산서)

연도별 출자/보조금
지원액

▪ 서울메트로

0.5조원

0.06조원 0.07조원

'08 '09 '10 '11 '12

연도별 출자/보조금
지원액

“양 공사 모두 최근5년간
출자금지원 급격히 감소

추세임”

지원액CAGR : -39.5%

지원액CAGR : -35.3%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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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 안정성 비율 분석

연도별 안정성 지표 추이

 안전성 수준 양호
- 부채의 감소로 인해 안전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08년 26%였던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2년
19%로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도 ’08
년 16%에서 10%로 감소함

-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은 ’08
년 63%에서 ’12년 26%로 악화됨

- 이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누적, 
기존 운영채무 중 1년이내
만기도래분 증가, 단기금융상품
처분을 통한 현금재원마련 증가
때문임

Key Findings

“도시철도공사는 과거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최근 당좌비율이 감소추세임”

도시철도공사는 최근5년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의
누적으로인한 부족재원 충당으로, 최근 들어 당좌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부채비율

241% 281%

26% 19%

'08 '09 '10 '11 '12

54%

24%
14%

23% 24%

63% 71%

45%
28% 26%

'08 '09 '10 '11 '12

48% 43%
49% 54% 54%

16% 13% 11% 11% 10%

'08 '09 '10 '11 '12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결산서)

▪ 당좌비율

▪ 차입금의존도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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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분석 – 수익구조분석

양공사 모두 공공재 성격의 운수사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비운수사업 수익은 공간에 대한
대여가 일부 증가될 계획이지만, 대부분 포화상태로 추정되어 수익의 성장성은 낮은 수준임

비운수사업 수익구조분석

 운수사업 비중 절대적
- 운수사업특성상 강한 공공성과

수도권인구정체 등의 문제로
운수사업수익의 성장성은 낮음

 비운수사업의 낮은 비중
- 임대수익은 상가임대수익

(332억원)과 통신시설물 임대수익
(249억원)으로 구성

- 상가임대수익은 ’07~’09년에 전
역사 편의점 및 화장품브랜드
전문점 입점으로 연평균 60.2%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성장이 정체되어가고 있음

- 통신시설물 임대수익은 이미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성장이 정체

- 광고수익은 기존계약이 감소하고, 
신규계약이 적어 당분간은 성장
정체 전망

Key Findings

(Source: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11 '12

▪ 매출 구성요소

▪ 비운수사업의 구성요소 비중

“양공사 모두 비운수사업의 성장성은 제한적임”

'11 '12

운수 : 5,365억원(89%)
운수 : 9,145억원(85%)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1%)

87.0%

8.6%

89.1%

7.2%

‘11 ‘12

4.4%3.8%

44.2%

31.2%

40.8%

33.3%

‘11 ‘12
임대
수익

광고
수익

24.6%25.8% 기타
수익

서울메트로
(15%)

비운수 : 669억원(11%)

비운수 : 1,616억원(15%)

임대
수익

광고
수익

기타
수익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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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21%)

2,557 
(21%)

6,970 
(64%)

7,620 
(63%)

1,544 
(14%)

1,873 
(16%)

'08 '09 '10 '11 '12

비율분석 – 비용구조분석

양공사 모두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비중이 높아, 단기적인 획기적 비용절감은 어려운
구조임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1의 비중 및 추세 Key Findings

(단위: 억원)

(Source: 도시철도공사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 도시철도공사  높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 인건비 비중은 ’08년도에 비해 2% 

감소하였고, 과거 5개년 동안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과거 5개년간 연평균 8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비중은 과거 5개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높은 고정비 비중으로 인해
단기적인 절감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1 인건비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

인건비

기타

감가
상각비

1,336 
(18%)

1,667 
(21%)

4,088 
(55%)

4,343 
(53%)

1,985 
(27%)

2,097 
(26%)

'08 '09 '10 '11 '12

▪ 서울메트로

“양공사 모두 비용구조는 고정비 비중이 높음”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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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분석 – 손익구조분석

양공사 모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편의 및 사회약자 배려 정책도 지속적 적자발생의 원인중
하나로 분석됨

'08 '09 '10 '11 '12

무임수송
버스환승

47% 47%

41%
41%

12%
12%

'08 '09 '10 '11 '12

0.35조원

0.13조원0.15조원

영업손실

정기권/
연장운행

연도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회손실 및 영업손실 Key Findings

 공공성 확보
- 도시철도공사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정관1조)

-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조)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손실
보상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체결(정부지원
60~70%)을 통해 무임수송손실을
보전받고 있음

- 반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미지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 제공도 만성적자의 원인임”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결산서, 무임수송관련 토론회 자료)

54% 51%
37% 41%
9% 7%

'08 '09 '10 '11 '12

0.20조원

'08 '09 '10 '11 '12

0.20조원
0.22조원

0.16조원

0.29조원

▪ 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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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에 서울메트로에 도시철도공채 전액 배정 계획이므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족재원을
공사채로 조달하여야 하나, 안행부 공사채발행 승인불가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가 예상됨

자본조달추세 및 채무구성비중

출자금 변동 추이
- ’13년 출자금지원(예산)은

297억원으로, 최근5개년간
감소추세임

 도시철도공사 : 도시철도공채
차입 감소예상

- ’09년 차입금액1,231억원을 모두
공채로 조달하였었으나, 
지속적으로 공채차입이
감소하여 ’13년에는 전액
공사채등으로 조달 예정임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채
차입 증가예상

- 안행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라 향후 자체적인 차입조달은
어려운 상황

- ’13년에 노후시설 재투자재원 등
필요자금조달 및 기차입금 상환을
위해 도시철도공채 6,20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음

Key Findings

“도시철도공사의 공채차입 기회 감소 및
공사채 발행 제약 발생”

자본구조 – 자본조달 추세분석

'08 '09 '10 '11 '12 '13

차입조달

출자조달

(계획)

(Source: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13채무감축계획)

0.6조원

'08 '09 '10 '11 '12 '13

차입조달출자조달 0.2조원

(계획)

공사채 등
공채 외 조달
비중 100%

▪ 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채
조달 비중

100%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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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는 과거 5년간 이자비용은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당기순손실 중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음

이자비용 시계열 분석 및 당기순손실 중 이자비용 비중 분석

 당기순손실 발생원인
- 건설채무가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대부분의 이자비용감소는
건설채무관련 이자비용이며, 
운영채무관련 이자비용은 Flat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자비용이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추세에 있음

Key Findings

▪ 도시철도공사(’08~’12)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이자비용으로

인한 손실비중 낮음”

▪ 서울메트로(’08~’12)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08 '09 '10 '11 '12

194억원

512억원

'08 '09 '10 '11 '12

488억원

651억원

운영채무이자

’12년

▪ 도시철도공사(’12) ▪ 서울메트로(’12)

이자비용
651억원이자비용

194억원

10% 38%
그 외

기타비용
1,076억원

그 외
기타비용
1,794억원

운영채무이자

62.1% ▼ 33.4% ▲

비용분석 – 조달비용 분석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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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사 모두 과거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자체적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며, 
차입이자율은 시장이자율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이자율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과거5년간 이자보상비율, 이자율 분석

 잠재적 부실기업 수준의
채무상환능력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자비용)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이자비용 부담 증가
- 운영채무 중 공채(연이자율2.5%)

비중이 높아 평균차입이자율은
일반적인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저리이지만, 시장이자율과의
Gap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Key Findings

0.90 

1.58 

'08 '09 '10 '11 '12

“양 공사 모두 이자비용 부담능력 없으며, 낮은 이자율이나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감소추세임”

7.04%

3.76%

▪ 차입이자율1 시계열 분석

이자보상비율 지속적인 (-) 시장이자율2

▪ 영업활동CF 이자보상비율 시계열 분석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금융투자협회 자료)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3.33%

2.82%
2.58%

2.92%

'08 '09 '10 '11 '12

1운영채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3년만기회사채이자율

비용분석 – 조달비용 분석 (계속)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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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6 '09 '12'03 '06 '09 '12'03 '06 '09 '12'03 '06 '09 '12

▪ 도시철도공사

’12년말 기준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서울메트로에 비해 낮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필요투자재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출자금·보조금 지원내역)

출자 ·보조금
누적 3.4조원

차입누적
1.9조원

영업현금흐름
손실누적 0.5조원

투자금액누적 0.9조원

차입금상환누적 3.2조원

이자상환누적 0.6조원

▪ 서울메트로

출자 ·보조금
누적 3.8조원

차입누적
4.0조원

영업현금흐름
손실누적 0.4조원

투자금액누적 1 2.5조원

차입금상환누적 4.1조원

이자상환누적 0.9조원

“필요투자재원 규모가 채무증가 및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임”
1 유형자산 취득금액(현물출자 포함)

현금흐름 분석 – 재원 조달 분석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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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시철도공사도 노후화 설비 교체에 대한 미래투자예상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입증가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5년간 예상 투자비 시계열 분석

 노후시설투자 증가
- 서울메트로에 비해 설립 후

경과기간이 짧고 기술적으로도
설립 시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는
특별히 노후시설재투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로 인한
투자지출이 예상되며, 앞으로
설비노후화로 인한 투자필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ey Findings

0.2조원

'13 '14 '15 '16 '17

▪ 도시철도공사

“노후시설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차입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음”

안전·서비스 투자 등
0.4조원

노후시설투자
0.2조원 향후5년간

0.5조원
투자예상

현금흐름 분석 – 투자현금 분석

0.1조원

0.3조원
0.2조원

0.3조원 0.3조원

'13 '14 '15 '16 '17

안전·서비스 투자 등
0.5조원

노후시설투자
1.2조원 향후5년간

1.7조원
투자예상

▪ 서울메트로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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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승객수
(일평균)

기본
운임

직원수
운행
거리

매출액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1987년 2.4백만 약 986원 6,566명 128.6 km 0.9조 0.1조 1.6조 0.9조

1994년 3.5백만 1,050원 6,518명 162.2 km 0.6조 (-)0.2조 6.6조 1.0조

1970년 3.0백만 1,050원 9,150명 137.9 km 1.1조 (-)0.2조 4.5조 3.3조

1979년 4.2백만 약 570원 22,155명 218.2 km 5.1조 1.9조 29.5조 8.9조

2000년
(지하철 1863년) 3.2백만 약 3,610원 27,494명 147.1 km 7.2조 2.4조 48.7조 21.5조

1948년 8.2백만 약 1,926원 54,422명 175 km 8.0조 0.4조 18.7조 13.9조

1965년 8.5백만 약 2,768원 65,433명 337 km 14.0조 (-)0.4조 68.8조 52.2조

2004년 6.3백만 약 1,812원 8,519명 195.1 km 4.2조 0.4조 14.4조 10.0조

해외 지하철운영사의 Benchmark를 통해 서울도시철도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재무현황
Position을 비교분석함

비교분석 – 국외비교분석

• 싱가포르

• 도시철도

• 메트로

• 홍콩

• 런던

• 파리

• 뉴욕

• 도쿄

Benchmark
대상 국가

(Source: 도시철도공사 경영실적보고서(2012),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해외 지하철운영사 annual report)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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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하철운영사 벤치마킹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수익성은 매우 낮고,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현 수익구조하에서는 서울메트로의 Positioning과 유사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안정성 지표 - 부채비율

▪ 수익성 지표 - 원가율

주 : ‘12년말 기준 지하철 매출원가 Data (파리 및 뉴욕은 전체 매출원가, 도쿄메트로는 ‘11년말 기준)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싱가폴, 홍콩,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지하철운영사 annual report)

302%
281%

229%
195%

122%
79%

43%
19%

뉴욕

도시철도

도쿄
파리
싱가폴
런던
홍콩

126%
111%

105%
83%

80%
80%

63%
17%

홍콩
도쿄
런던
싱가폴
메트로
뉴욕

주: 원 크기는 지하철 운영매출액 (파리 및 뉴욕은 전체 매출액)

Weak Strong안정성

St
ro

ng
W

ea
k

런던
Tfl

홍콩
MTR

뉴욕
MTA

도쿄
메트로

파리
RATP

서울
도시철도

싱가폴
수
익
성

▪ 재무현황 Position Matrix

도시철도

비교분석 – 국외비교분석 (계속)

`서울
메트로

메트로

파리 “Positioning 
이동 예상”

“유사Positioning 
운영사 없음”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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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채무 규모의 싱가폴은 매출 규모 이내의 채무를 보유한 반면, 양공사 모두 매출액 대비
1.2~2.3배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음

(Source: 도시철도공사 감사보고서, 싱가폴, 홍콩,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지하철운영사 annual report)

매출액 대비 채무 비교

비교분석 – 국외비교분석 (계속)

부채
(0.9조)

0.1배

매출액
(1.0조)

채무
0.1조

싱가폴SMRT

부채
(14.7조)

매출액
(8.0조)

채무
11.1조

1.4배

파리RATP

부채
(22.0조)

매출액
(7.2조)

채무
12.2조

1.7배

런던Tfl

부채
(52.3조)

매출액
(14.0조)

채무
35.4조

2.5배

뉴욕MTA

부채
(10.0조)

매출액
(4.1조)

채무
8.0조

1.9배

도쿄Metro

매출액
(5.1조)

채무
3.5조

0.7배

부채
(8.9조)

홍콩MTR

1.2배

부채
(1.0조)

매출액
(0.6조)

서울도시철도

채무
0.7조

채무
2.4조

2.3배

부채
(3.3조)

매출액
(1.1조)

서울메트로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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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황 분석결과 종합

도시철도공사는 현재까지는 낮은 채무수준과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입의존경영구조, 
노후시설재투자, 도시철도공채 차입기회 감소 등으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영현황분석

Time Series분석
(채무, 출자지원, 안정성비율)

Cash  Flow 분석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

활동)

Account Ratio 분석
(수익구조, 비용구조, 

손익구조)

Benchmark 비교분석
(국외비교분석)

자본조달분석
(조달추세, 채무만기, 
자본비용, 자산매각)

분석결과

운수수익의 저성장 심화전망

높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비중

지속적인 영업손실

자체 재투자여력 부족

노후화재투자로 인한 투자금액증가예상

출자금 및 보조금 지원액 감소추세

공공성비중이 높아 수익성장성이 낮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회손실 존재

재원조달은 출자와 차입에 의존

도시철도공채 배정 이슈

공사채 발행 제약

저금리환경으로 인한 상대적인 이자비용 부담 증가

매각가능 자산 부족

관련 법률·제도 개선
(정부 및 서울시 건의사항)

재정건전성강화 Model 수립

수익성증대 방안수립

지출 축소

수입 확대

운임매출극대화
상가운영사업
확대
광고사업 확대
인건비 절감
전동차 투자비
절감 등

개선방향성 수립

자산매각
비사업용자산
매각(매각가능
자산 존재 가정)

투자계획
재조정자본확충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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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 공사제시 중장기 재정계획 활용

- 운임인상 미고려

- 중장기 수익성 증대방안 미고려

투자비
- 중장기 재정계획 투자Data 활용

출자금
- 중장기 재정계획 출자지원금액
활용

분석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단기차입을 통한 재원확보가 반복되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도 만성적자구조, 이자비용 부담 지속적 증가, 노후시설투자비 증가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12 '14 '16 '18 '20

FY ’20
차입금 509%

증가(E)

▪ 향후 순자산가액 예상▪ 향후 차입금 예상

0.68조원

'12 '14 '16 '18 '20

5.6조원 FY’20
자본 55%감소(E)3.5조원

E E E E E E E EA E E E E E E E EA

▪ 주요가정

차입금 증가 및 순자산가액 감소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 지속적인 영업적자, 설비 재투자로 인한 미래투자예상금액의 증가와 차입금 상환재원을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한
급격한 차입금 증가 예상

유동성 리스크 존재
- ’13년 도시철도공채 미배정, ’12년 안행부 공사채 미승인으로 인해 자금부족분을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음

-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차입한 단기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단기차입금으로 차환(’13년 하반기 ~1,800억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기차입금 확보가 어렵다면 유동성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재정전망

2.5조원

I. 채무감축방안 분석
1. 경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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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계획상 예상채무와 목표채무와의 GAP차이 검토 결과 ’14년도의 목표채무는 다소
무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14년도 목표채무 재수립이 필요함

’13년 ~ ’14년도 재정계획 검토

기존 목표채무 수립시(‘13~’14)
- 투자예상금액 : 1,441억원

- 운영비예상금액 : 12,384억원

- 예상지출합계 : 13,825억원

재정계획 재수립시(‘13~’14)
- 투자예상금액 : 2,175억원

- 운영비예상금액 : 14,201억원

- 예상지출합계 : 16,376억원

 기존 ’14년도
목표채무6,673억원은
지출절감을 무리하게
반영(2,551억원)한 결과임

또한 목표채무 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현 지하철
운영사의 채무의존 경영구조
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4년도 목표채무 검토

Source: 도시철도공사 2013 중장기 재정계획(채무감축계획 미반영)

6,830억원

7,831억원

'12 '13(E) '14(E)

재정계획상 예상채무

기존 목표채무

6,673억원
7,062억원

목표채무 GAP
769억원

목표채무
GAP

3,548억원

10,221억원

I. 채무감축방안 분석
2. 예상채무 및 목표채무GAP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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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목표채무 달성가능성 검토

'13년도 목표채무와의 GAP은 769억원으로 예상되며, 계약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세부달성계획
검토 결과 목표채무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계약낙찰차액 160억원은 ’13년도 상반기 낙찰차액 Data 검토 결과 약77억원임을 고려해 볼 때, 연말시점에 160억원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과거5년간 투자지출 및 운영비 지출 예산액의 불용률 고려시 ’13년의 예산불용액은 약781억원으로 예상되므로 515억원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Source: 도시철도공사 중장기 재정계획, 2013채무감축계획, 과거5년간 예산불용액조서

채무감축방안 ’13년 연간목표

운수수입 증대

부대수입 증대

업무프로세스개선

R&D활성화

계약 낙찰 차액1

1억원

25억원

21억원

47억원

160억원

예산절감 등2 515억원

총계 769억원

6,830억원

7,831억원

'12 '13(E) '14(E)

재정계획상 예상채무

‘13 목표채무

7,062억원

목표채무 GAP 769억원

I. 채무감축방안 분석
3.목표채무 달성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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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억원

'14년도 목표채무 재설정 검토

재정계획상 예상채무는 9,452억원이며 검토 결과 1,019억원 수준의 채무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4년 목표채무를 기존 목표채무에서 상향조정된 ~8,400억원으로 제시함

1 과거5년간 투자지출 및 운영비 지출 예산액의 절감, 낙찰차액, 불용금액 등 고려시 ’14년의 예산절감 등의 금액은 약95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초로 공사측에서’14년도의
세부채무감축계획 수립과 목표채무수준 재결정작업을 진행중임
Source: 도시철도공사 중장기 재정계획, 2013채무감축계획

6,830억원

7,831억원

'12 '13(E) '14(E)

7,062억원 6,673억원 (기존)

10,221억원

9,452억원

목표채무 상향조정 필요

재정계획상 예상채무

‘14 목표채무(재설정)
‘14 목표채무(기존)

투자계획 재조정 69억원

’13년 채무감축 효과 769억원

1,019억원

투자예산 절감 등
비용예산 절감 등

335억원1

615억원1

I. 채무감축방안 분석
3.목표채무 달성 가능성 검토



681삼일PwC

[별첨] 투자계획 재조정

’14년도 투자계획 중 시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안을 제외한, 조직내부 근무환경개선과
시민편익관련 투자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69억 원의 투자계획 이연이 가능함

1 전로설비, 선로설비, 전동차량,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물, 기계장치 투자안을 대상으로 함

’14년 투자계획1 투자 재조정 Framework 투자계획 조정 효과

•521억원
• 안전설비 설치 및 보완, 
유지보수 등

시민안전

•90억원
• 공기구비품, 업무용차량, 
전산시스템 구축 등

조직내부

•509억원
• 편의시설 보완공사,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등

시민편익

•82억원
• 유휴공간 상가조성비 등

흑자경영

투자 우선순위 설정1
• 시민 안전과 직접 관련 투자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투자안은 투자
선순위로 설정

• 조직내의 임직원의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안 및 시민편익
관련 투자안은 투자후순위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조정 검토
수행투자의 시급성 고려

• 투자시기를’15년 이후로
이연가능여부 고려

투자비 조정 가능성 고려

• 효율적 투자를 통한 금액조정
가능성 여부 고려

2

3

•투자계획 유지시민안전

•38억원 조정
• 투자계획 대비 42%이연조직내부

•31억원 조정
• 투자계획 대비 6% 이연시민편익

•투자계획 유지흑자경영

총 투자 1,203억원 조정 가능 69억원

I. 채무감축방안 분석
3.목표채무 달성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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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투자계획 재조정 (계속)

조직내부 근무환경 개선 관련 투자계획 조정 세부내역

부서명 예산과목

•고객설비팀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과거 집행액 고려 시 이연가능 예상 5
•선로설비 •기능실 신설 · 확장공사 •여직원 침실, 샤워실 등 개선 사업 1,390
•전로설비 •기능실 신설 · 확장공사 •여직원 침실, 샤워실 등 개선 사업 236

•궤도장비부 •차량운반구 •일반업무용차량 •고장이 잦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구입 48
•궤도팀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내구연안이 상당기간 지난 비품 교체 126

•선로설비 •철도중장비정비환경개선 •디지털 전자 감흥식도유기 구입 295
•기술계획팀 •공기구비품 •현업 사무가구교체 •기술관리소 업무환경 개선 위함 420

•차량운반구 •일반업무용차량 •업무 효율을 위한 작업용 차량 구입 110
•기획팀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과거 집행액 고려 시 이연가능 예상 8
•신호팀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과거 집행액 고려 시 이연가능 예상 100
•운전계획팀 •공기구비품 •운전처 및 승무관리소 공기구비품 구입 •과거 집행액 고려 시 이연가능 예상 40

•차량운반구 •기관사 수송 업무용승용차 구입 •고장이 잦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구입 44
•인재개발원 •전로설비 •전산시스템 구축 •사이버교육에 대한 투자, 시급성 낮음 150
•전기기계부 •공기구비품 •전기실습장 및 표준계측실 공기구비품구매 •행정 비품 예산 45
•전자개발팀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118
•종합관제센터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관제실 대형 냉방기 교체 18
•직무환경개선연구소 •공기구비품 •종합관제센터 냉난방기 •냉난반기 감축 가능 50

•선로설비 •지하침실 소음저감장치 설치 •실무 담당자 이연 가능하다고 판단 75
•차량운반구 •전동차 운전실 근적외선 히터 설치 •실무 담당자 이연 가능하다고 판단 102

•차량정비팀 •공기구비품 •공기구비품 •직원복지후생비(식당 조리기구 등) 103
•차량운반구 •일반업무용차량 •업무 효율을 위한 작업용 차량 구입 142

•총무팀 •차량운반구 •업무용 대형버스 차량 구입 •실무 담당자 이연 가능하다고 판단 170

합계 3,795

투자내용
대상금액
(백만원)세부사항

실현가능성 높음
공사내부 의사결정 필요

실현
가능성

I. 채무감축방안 분석
3.목표채무 달성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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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투자계획 재조정 (계속)

시민편익 개선 관련 투자계획 조정 세부내역

부서명 예산과목

•궤도팀 •차량운반구 •배터리순회점검차교체 •장비 노후화에 대한 점검차 구입 135
•기술연구팀 •전로설비 •터널모니터링시스템 업그레이드 •업무효율 및 공사 기술 증진을 위함 900
•신호팀 •선로설비 •우장산 등 4역 PSD 가동문 제어 개선 •실무담당자 이연 가능할 것으로 판단 40
•전기기계부 •전로설비 •기능실 조도개선 공사 •직원 환경 개선 20
•전기기계부 •전로설비 •기지조명 안전보완공사 •직원 환경 개선 120
•전기기계부 •전로설비 •냉방설비 설치 전원공사비 •역사 에어컨 설치 투자 320
•전기기계부 •전로설비 •역사조도개선공사 •LED등 교체 350
•전기기계부 •전로설비 •조명제어반 개선공사 •실무담당자 이연 가능할 것으로 판단 80
•통신전자팀 •전로설비 •교통카드형 비상개집표기 설치 •실무담당자 이연 가능할 것으로 판단 1,176

합계 3,141

투자내용
대상금액
(백만원)세부사항

실현가능성 높음
추가 의사결정 필요

실현
가능성

I. 채무감축방안 분석
3.목표채무 달성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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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채무감축 방안 분석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III.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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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리스크 분석

도시철도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운영비
부족분 충당목적 공사채 발행은 불승인대상이므로, 차입제약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함

안행부 공사채 발행
승인조건

• 안행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또한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은
불승인대상임

• 부채비율 기준은 충족하나, 
최근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발행예정액 300억원
이상이므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은 안행부
장관승인 대상임

• 경영평가 감점요인에 해당
• 또한 추가제재 조치 가능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78조의2제3항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안행부 승인없이 공사채
발행 시 제재사항

•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

실제 제재사례
(용인도시공사 사례)

• ’13년 1월
- 공사채 발행 불승인
-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1,600억원 단기차입1

• ’13년 7월
- 공사채 발행 불승인
-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1,800억원 단기차입
• ’13년말 12월
- 공사채발행 불승인
- 단기차입금 상환 및

운영비부족 1,950억원예상
• ’14년 전망
- 자금계획상 외부차입 없이는
약3,000억원 부족자금 예상

• 운영비 부족분 충당목적
공사채발행은 불승인대상임

도시철도공사 유동성
리스크 상황

1 단기차입금 발행 시 상환재원은 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차환할 계획이었음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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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리스크 해소방안 Framework

유동성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양공사 간 도시철도공채 재배분, 유휴자산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 승인 추진, 서울시 재투기금 차입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지하철 양공사, 서울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특별한 차입제약이 없는 도시철도공채
활용(재배정)

1단계
도시철도공채

차입 활용

•지하철 양공사의 가능한 자산매각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운영비 부족재원 마련

2단계
자산매각을 통한

재원마련

•서울시 재투기금의 재정여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상기의 노력후에도 유동성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서울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음

4단계
서울시 재투기금

차입 활용

최대한 공사의
자구노력 선행 후
부족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검토•현재까지 안행부는 운영비 충당, 투자비
충당목적으로는 공사채 발행 불승인 입장임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추진 실행안을
활용한 안행부 승인 재요청 노력 필요

3단계
공사채 발행 승인

추진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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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유동성 리스크 해소방안

도시철도공사의 '13년 자금계획 상 1,950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며, 이는 서울메트로의
여유자금 일부 감축, 서울시 기금 차입금 상환기일 연장 및 재투기금 일시지원을 통해 해소 가능함

1 ’13년말 서울메트로의 부족자금은 없음
Source : ‘13~’14년말 지하철 양공사 자금전망 및 재정담당관실 회의결과 인터뷰 내용

서울메트로 배정 공채 조정

도시철도공채 재배정 1,150억원 가능

서울시 재투기금 지원

재투기금 차입 800억원 가능

’13년말 도시철도공사 1,950억원 부족자금 예상1

’13년 유동성 리스크 해소 가능

기말 여유자금 전망
1,324억원 555억원 확보

여유자금 일부 감축

재투기금 상환예정액
595억원 595억원 확보

상환기일 연장

800억원 확보재투기금 지원

※단 재투기금의 재정여력 상 ’14년도 초에는 상환이
되어야 하며, 상환방법은 단기차입금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일시차입지원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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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유동성 리스크 해소방안

지하철 양공사의 '14년 자금계획 및 자산매각 후 ~3,000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며, 공사채
발행 승인 재요청 노력이 필요함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1 지하철 양공사의 자금부족금액은 투자계획 조정, 낙찰차액, 예산절감, 불용액 등을 고려한 후의 금액임
2 도시철도공사의 자금계획중 투자비 이연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임
3 ’14년 지하철 양공사 배정예정 공채는 약6,000억원 중 3,105억원 수준임(서울시 예산편성 고려)
4 ’14년 양공사 건설채무 원금 상환 지원, 투자지원 등을 위한 출자지원금 예상액
5 공사채 발행 승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족 시 서울시 재투기금 재정여력 확보 후 차입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
6 각 방안의 실행의사결정 및 검토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7 양공사 본사사옥매각안은 유보안임(실행계획 작성 대상 아님)
Source : ‘13~’14년말 지하철 양공사 자금전망 및 재정담당관실 회의결과 인터뷰 내용

도시철도공사 추가자금 확보
• 용답동 223-14번지 토지매각 (실행)
• 방화동 484-17번지 토지매각 (실행)
• 용답동 223-20번지 토지매각 (실행)
• 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 (유보)7

~154억원
~56억원
~10억원

~1,349억원

지하철 양공사
’14년말 자금부족

예상액1

10,525억원

도시철도공사
3,389억원 2

+
서울메트로
7,136억원

추가자금 확보
필요금액
6,652억원

도시철도공채 조달
3,105억원3

+
서울시 건설채무상환

출자금 등
652억원 4

+
수익성 개선방안

116억원

~6,652억원6

추가자금 확보방안 Pool

서울메트로 추가자금 확보
• 골프연습장 매각 (실행)
• 교육문화센터 매각 (실행)
• 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 (유보)7

~628억원
~643억원
~810억원

공사채 발행 승인 재요청 추진5 ~3,0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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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지하철 양공사 ’14년 유동성 리스크 해소방안

지하철 양공사 모두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대상이며, 안행부의 승인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승인요청이 필요함

안행부 공사채 발행 승인조건

• 안행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또한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은 불승인대상임

• 부채비율 기준은 충족하나, 
최근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발행예정액 300억원 이상이므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은
안행부 장관승인 대상임

지하철 양공사 상황

• 서울메트로 : 안행부 승인 필요

-부채비율 200% 초과

-직전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성 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

• 도시철도공사 : 안행부 승인 필요

-직전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성 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

• 안행부는 양공사 모두 운영채무
상환목적으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 시
고려사항

• 부채비율
(서울메트로)

- 자산재평가 결과 개선되는
재무구조 결과보고서를
승인과정에서 고려되도록 제출
필요

• 직전3년간 당기순손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본 용역을 통해 도출된 수익성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방안 및 향후 관리계획 제시
필요

• 공사채 발행 목적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기 발생한 투자비 중 건설수준에
준하는 투자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 운영채무는 순수
운영손실로 인한 채무만은
아니라는 자료제시 필요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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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의 용답동과 방화동 토지 매각을 통해 154억원~220억원의 추가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2] 도시철도공사 토지매각

1 국토부 소유 부지이나 성동구청이 위탁운영중임
2 공시지가 및 일반적인 매각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고려. 보다 합리적인 매각가액은 감정평가수행이 필요함

용답동 223-14번지
매각방안

예상매각대금
108억원~154억원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답동 223-14번지(3,311㎡)
 취득가액 : 142억원(’05.12.22 취득)  / 공시지가 : 108억원
 본사개발계획, 이전계획 추진과정에서 매입하게 된 부지이나,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음
<1안> 성동구청과 토지교환 후 매각

용답공원 일부부지1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매각가액 상향조정 가능
성동구청과의 협의가 어렵고, 대로변 진입로가 협소하여 적절한 매수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2안> 성동구청과 토지교환 없이 매각
성동구청과의 특별한 협의절차 없이 진행 가능
매각 시 용답공원부지1를 기부채납조건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적절한 매수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매각차익이 낮거나 손실발생예상(본사건물 /부지 매각 시 일괄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 극대화 가능)

방화동 484-17번지
등 매각방안

예상매각대금
39억원~56억원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답동 223-20번지(766㎡)
 취득가액 : 33억원(’05.12.22 취득) / 공시지가 : 7억원
 본사개발계획, 이전계획 추진과정에서 매입하게 된 부지이며 성동구청이 무상사용 중(하천 존재)
 2014년 8월까지 무상사용 협약 중
<1안> 성동구청에게 매각

공시지가는 7억원이므로 취득가액33억 이상으로 매각하기는 어려움
<2안> 223-14번지 매입자에게 매각

223-14번지에 건물 신축 시 매입자 입장에서 녹지조성공간으로 활용가능하므로 건물 신축면적 확대 가능
부지 밑으로 하천이 존재
매각손실 발생예상(본사건물 /부지 매각 시 일괄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 극대화 가능)

용답동 223-20번지
매각방안

예상매각대금
7억원~10억원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방화동 484-17번지(1,981㎡)
 취득가액 : 38억원(’92.08.01 취득) / 공시지가 : 39억원
 방화∼개화산역 임대부지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임대중
 부지 밑으로 지하철로 본선구간이 존재
 매입자는 건물 신축시 1~2층수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 매각가액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매각차익이 낮거나 손실발생예상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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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도시철도공사 토지매각 시 고려사항

실행효과 제고를 위해 본사인접부지는 토지정비 등 취득가액 이상으로 매각하기 위한 방안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매각이 어려운 경우 장기과제로의 전환검토가 필요함

I. 장애요인 II. 극복방안(보완) III. 필수고려사항(보완)

1. 매각 시 손실발생 가능

•본사인접 부지(용답동 223-
14번지, 223-20번지)는 기존
본사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높음(현재 본사개발계획은 없음)

•방화동 부지는 지하본선구간이
존재하여 건물신축에 제한이 있음

1. 최대한 취득가액 이상으로
매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본사인접 부지

-공사소유 토지이나 국토부와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
(용답토속공원 부지와
버스주차장부지)간의 교환협상을
통해 토지 정비 후 매각 시도

-토지교환협상이 어려운 경우
용답토속공원 부지는
기부채납형식으로 매도 시도

• 방화동 부지

-주차장 임차인에게 매각 및
단층건물 신축 조건으로 매도
시도

1. 매각손실 발생 예상 시

•본사인접 부지

- 매각검토 결과 취득가액 이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사옥과의 일괄매각 방안 검토
필요(중장기 과제로 전환)

- 종합관제센터 계획 연계 및 용적율
변경,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전제되어야 함

•방화동 부지

- 지하본선구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후 매각

- 매각검토 결과 취득가액 이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 유지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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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방안 검토 결과, 사옥 및 부지매각 후 리스방식을 통해 개발조건부 승인 및
용적률 조정 여부에 따라 ’14년에 672억원~1,349억원의 채무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별첨4] 도시철도공사 본사사옥 매각 후 리스(유보안)

구조

기대효과
장점

단점

도시철도
공사 신탁회사

1. Case1 : 감축효과 672억원
 전제 : 일부 지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 부지매각대금 : 612억원 예상1

- 건물매각대금 : 109억원 예상
- 사옥 연간임대료 : 49억원/연 예상2

2. Case2 : 감축효과 840억원
 전제 : 일부 지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개발조건부 경우
- 부지매각대금 : 791억원 예상1

- 건물매각대금 : 109억원 예상
- 사옥 연간임대료 : 60억원/연 예상2

3. Case3 : 감축효과 1,349억원
 전제 : 일부 지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개발조건부 승인, 용적율 800% 
상향조정

- 부지매각대금 : 1,334억원 예상1

- 건물매각대금 : 109억원 예상
- 사옥 연간임대료 : 94억원/연 예상2

 매각대금의 조기 현금유입 가능

 본사건물부지와 일괄매각이므로 유휴부지(223-
14번지) 및 성동구청 주차장 부지(223-20번지)를
일괄매각 가능

 지속적인 임대료 부담존재

 잠재적 투자자 조기 확보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매각실행 시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판매 후 리스에 대한 차입거래 회계처리 가능성

1 223-14번지 토지매각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223-14번지 토지의 별도 매각 후, 본사부지매각시에는 각 케이스별 부지매각 대금에서 약200억정도 효과 감소예상
2 10% 가정 시 본사건물 및 223-3, 223-15번지(본사건물 관련부지) 연간임대료

매각대금

임대료

Source: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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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채무감축 방안 분석

II. 유동성 확보방안 분석

1. 유동성 리스크 및 확보방안 검토

III.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1. 지하철 양공사 영업손익 전망

2. 지하철 양공사 채무수준 전망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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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계획 영업손익 전망

경영 개선방안과 운임인상이 실행된다면, 공사의 영업손익은 중장기적으로 흑자개선 될 것으로
예상됨

※경영개선효과는 수익성 개선방안의 낙관적 기대효과 적용
Source: 도시철도공사 중장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중장기 수익성 개선효과 컨설팅 결과물

도시철도공사 손익전망
운임인상 1안+경영개선

도시철도공사 손익전망
운임인상 2안+경영개선

'12 '15 '17 '20 '12 '15 '17 '20

-2,074
-2,283

-1,769

-114

-2,074
-1,837

-1,246

505

운임인상 1안: ’15.1.1 +150원, 격년 +200원

운임인상 2안: ’15.1.1 +250원, 격년 +200원(단위: 억 원)

III.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1. 중장기 재정계획 영업손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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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인상 1안: ’15.1.1 +150원, 격년 +200원

운임인상 2안: ’15.1.1 +250원, 격년 +200원

중장기 재정계획 채무전망

경영 개선방안과 운임인상이 실행된다면, 공사의 채무는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경영개선효과는 수익성 개선방안의 낙관적 기대효과 적용
Source: 도시철도공사 중장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중장기 수익성 개선효과 컨설팅 결과물

(단위: 억 원)

'12 '15 '17 '20 '12 '15 '17 '20

6,830

11,461

14,270

12,963

6,830

11,014

12,852

9,724

도시철도공사 채무전망
운임인상 1안+경영개선

도시철도공사 채무전망
운임인상 2안+경영개선

III. 중장기 재정계획 추정
2. 중장기 재정계획 채무수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