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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과업개요

1 과업목적

 ㅇ 2008년 수립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울시 10
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수립

2 법적근거

 ㅇ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ㅇ ｢도시철도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5년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 2 -

Ⅱ .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2 목 표

 ㅇ 도시 균형 발전 도모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도시철도 공급을 통해 서비스 수준 형평성 확보

 ㅇ 효율적인 광역/간선 교통체계 구축
    시내 주요 거점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간선철도 건설로 철도중심 교통

체계 구축

 ㅇ 미래지향적인 도시철도망 구축
    향후 10년간의 도시철도 건설 및 도시철도망에 대한 장기적인 서비스 개선

방향 제시

 ㅇ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민자사업의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건설·운영

 ㅇ 향후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광역/간선철도망을 주축으로 경전철, 버스, 신교통수단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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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및 노선도

 주요변경 내용 : 7개 노선 62.2㎞ → 10개 노선 89.12㎞

 ㅇ 경전철 9개 노선(85.32㎞), 중전철 1개 노선(3.80㎞)

연번 노선명
 '08년 계획 '13년 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 및 사유
구 간

규모
(Km)

구 간
규모
(Km)

1 신림선
여의도~

서울대앞
7.82

여의도~

서울대앞
8.06

 - 협상결과 반영

   (L=0.24Km 증가 및 정거장 1개소 추가)

2 동북선
왕십리역~

은행사거리
12.34

왕십리역~

상계역
13.34

 - 은행사거리~상계역까지 연장(L=1Km)

 - 지하철 4호선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3 면목선 청량리~신내동 9.05 좌 동 9.05  - 차량기지 위치조정 및 규모축소

4 서부선
새절역~

장승배기역
12.05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6.15

 - 신림선과 연계(L=0.39㎞)

 - 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L=3.72Km)

5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동~방학역 3.53 좌 동 3.50  - 변경없음.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6 목동선 신월동~당산역 10.87 좌 동 10.87  -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7 DMC선 DMC내부순환 6.50 - -
 - 주변 개발계획 취소로 경제적 타당성 미

확보(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

8 난곡선 - -
보라매공원~

난향동
4.08

 - '11년 기본계획 추진노선

 - 금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9
9호선 

4단계 연장
- -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0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

   대책 반영노선

10
위례 

신사선
- - 위례내부~신사역 14.8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노선

11 위례선 - -
마천역~복정역,

우남역
5.44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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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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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교통 현황 분석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사업 필요성)

 ㅇ 승용차 및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난 심화 우려
- 승용차대수 : ’10년 2,414천대 → ’40년 3,334천대로  38.1%증가

- 통  행  량 : ’11년 32,735천통행 → ’36년 33,153천통행으로 1.3%증가

- 장래종사자수 : ’10년 4,487천명 → ’40년 4,743천명으로 5.7%증가

구    분 2010 2025 2040 2040/2010 대비

인구

(천명)

서울시 9,794 10,170 9,880 + 0.8%

수도권 14,042 16,172 16,256 + 15.8%

승용차대수(천대) 2,414 2,721 3,334 + 38.1%

장래 종사자수(천인) 4,487 5,333 4,743 + 5.7%

주) 수도권교통본부,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2012.04

구    분 2011 2026 2036 2036/2011 대비

수단통행량(천통행/일) 32,735 34,854 33,153 + 1.3%

주)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경신연구-수정」, 2010.05

 ㅇ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 필요
- 10분내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38% 존재

- 취약지역은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격차 존재

도시철도 취약지역 분포현황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노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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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도시철도 노선 연장 
- 인구 1만명당 지하철 연장 : 서울 0.31Km, ‘런던 0.57km’, ‘파리 

0.43km’에 비해 부족

- 1일 이용객은 701만명, 혼잡도 역시 평균 154%로 높아 철도서비스 수준 열악

도시
일이용객수
(만명)

도시철도  연장 (km) 인구당연장
(km/만명)지하철 경전철 노면전차 모노레일 전체

런던 321 402 34 28 - 464 0.57 

파리 418 218 - 65 - 283 0.43 

도쿄 850 305 15 17 18 354 0.40 

서울 701 327 - - - 327 0.31 

<해외 대도시 도시철도 연장현황>

 ㅇ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교통개선 한계
- 막대한 보상비와 지형여건상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개선이 어려움

- 협소한 도로여건상 GRT, 트램 등 노면 신교통수단 도입의 한계

- 간선철도를 보완하는 지선기능의 지하 경전철 건설 필요

3 노선평가 및 선정

 검토대상 노선 및 후보노선대 선정

 ㅇ 검토대상노선 37개노선 : 기존 기본계획 8개, 신규제안 29개

 ㅇ 기술적 불가노선 제외(6개) 후 31개 후보노선대 선정

 ㅇ 후보노선대 수요분석, 사업비 분석,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실시

 노선 선정기준 및 평가

 ㅇ 선정기준
- 편익/비용비(B/C)가 1.0 이상인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으로 선정

- B/C가 0.8 이상 1.0미만 노선은 후보 노선으로 선정

- B/C가 0.8 미만인 노선대안은 장기 검토노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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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선정기준>

 ㅇ 구축효과 종합평가 시행
- 경제적 타당성 외 간접효과 분석을 통한 노선 구축효과 종합검토

- 평가항목은 ①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 재무적 수익성의 확보

③ 지역개발효과 극대화, ④ 대중교통 이용률 극대화

⑤ 타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⑥ 서비스지역 극대화

<도시철도망 노선 종합평가 항목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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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노선 결과

 ㅇ 10개 노선 89.12Km 총사업비 8조 7,961억원

연번 노선명 구 간
규모
(Km)

정거장수
(개소)

수송수요

(인/일)

사업비
(억원)

계 89.12 101 983,906 87,961

1 신림선 여의도~서울대앞 8.06 11 102,206 8,329

2 동북선 왕십리~상계역 13.34 15 177,513 15,754

3 면목선 청량리~신내 9.05 12 91,472 8,894

4 서부선 새절~서울대입구역 16.15 16 169,271 16,191

5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방학 3.50 3 30,227 2,890

6 난곡선 보라매공원~난향동 4.08 5 54,247 3,912

7 목동선 신월~당산역 10.87 12 89,587 9,392

8
9호선 4단계 

연장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0 4 65,159 6,546

9
위례

신사선
위례신도시~신사 14.83 11 167,436 14,253

10 위례선
마천역~복정역, 

우남역
5.44 12 36,78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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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시스템 선정

 차량시스템 현황

 ㅇ 중량전철·경량전철 개요
구    분 중량(重量)전철 중량(中量)전철 경량(輕量)전철

차량전경

최대수송용량
(명/시간당)

4만명이상 2만~4만명 1만~2만명

차량편성 6~10량 6~10량 2~6량

건설비
지하방식 1,300-1,450억원/km 1,100-1,200억원/km 900-1,100억원/km

고가방식 600-800억원/km 500-700억원/km 400-600억원/km

운영비 32억원/km․년 28억원/km․년 17억원/km․년

 ㅇ 경량전철 시스템 종류

구    분
경 량 전 철

AGT
모노레일 LIM 자기부상 노면전차

고무차륜 철제차륜

차량전경

승객정원/량 60~90 90~150 40~80 60~130 70~100 30~100

차량수/편성 1~6 2~6 2~6 1~6 2~4 2~7

수송능력/

시간․방향

7,000~

25,000

7,000~

25,000

5,000~

40,000

25,000~

30,000

7,000~

25,000

2,000~

30,000

 적정 차량시스템 제안 : 경량전철<9호선 연장은 중량(重量)전철>

 ㅇ 본 계획에 선정된 노선은 지선철도로서 경량전철이 수요처리에 가장 적합
 ㅇ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비가 기존 지하철의 50％ 수준으로 절감 가능
 ㅇ 건설비가 km당 900~1,100억원으로 기존 중량전철의 70% 수준임
 ㅇ 계획노선별 차량시스템은 향후 세부설계를 통해 최적차량시스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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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비 및 운영비 산출

 건설비 

 ㅇ 10개 노선의 총 건설비는 8조 7,961억원(부가세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9호선 4단계

연장선

위례

신사선
위례선

총  계 8,329 15,754 8,894 16,191 2,890 3,912 9,392 6,546 14,253 1,800

공사비 6,983 12,390 7,066 12,626 2,282 3,085 7,374 5,368 10,952 1,280

부대비 721 1,492 650 1,157 214 273 690 474 1,017 208

용지보상비 146 551 386 689 125 168 403 55 598 0

예비비 - 44 386 689 125 168 403 268 598 72

차량구입비 479 1,277 406 1,030 145 218 522 381 1,088 240

※ 예비비는「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제4차 개정판)」에 의거 공사비와 부대비의 5% 적용

 운영비

 ㅇ 10개 노선의 30년간 총 운영비용은 37,553억원임
 ㅇ 노선별로 연평균 45억 원~1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9호선 4단계

연장선

위례

신사선
위례선

총  계 123.40 195.77 123.84 198.12 45.10 44.83 139.42 99.00 187.58 94.70

인건비 39.47 46.87 38.65 44.81 10.28 2.47 39.88 47.9 45.23 42.3

동력비 31.35 62.43 27.12 51.11 12.54 16.9 30.4 15.8 48.19 13.1

유지관리비 44.50 73.66 49.97 89.24 19.33 22.53 60.02 26.3 81.89 33.1

일반관리비 8.07 12.81 8.1 12.96 2.95 2.93 9.12 9.0 12.27 6.2

※ 2011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합계, 운영기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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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재검토) 결과

 ㅇ 각 노선별 B/C가 1.00~1.12 수준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단, 위례선은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계획 반영

구  분 NPV(순현재가치,억원) B/C IRR(내부수익률,%)
신림선 987 1.12 6.5%
동북선 1,737 1.12 6.4%
면목선 671 1.08 6.1%
서부선 343 1.03 5.7%

우이신설 연장선 51 1.02 5.6%
난곡선 143 1.05 5.8%
목동선 486 1.06 6.0%

9호선 4단계 연장 233 1.04 5.8%
위례 신사선 25 1.00 5.5%

위례선 -186 0.92 4.1%

※ 할인율 5.5% 적용, 30~40년까지는 4.5%<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4차개정), 국토교통부, 2011.11>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ㅇ 민자사업 추진 경우 전체노선의 수익성지수가 1.0이하,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이며, 내부수익률은 계상되지 않아 재무적 타당성 확보는 어려움

 ㅇ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도시철도사업임을 고려할 때 동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기본요금 차액보전과 부대사업 수입 등이 포함될 경우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구  분 수입합계(억원) 비용합계(억원)
순현재가치

(FNPV)
수익성지수

(PI)
내부수익률

(FIRR)
신림선 4,470 6,532 -2,062 0.68 -
동북선 7,635 11,020 -3,386 0.69 -
면목선 3,644 5,487 -1,843 0.66 -
서부선 5,415 7,701 -2,286 0.70 -

우이신설 연장선 1,004 1,689 -685 0.59 -
난곡선 1,643 2,153 -509 0.76 -
목동선 3,004 4,300 -1,296 0.70 -

9호선 4단계 연장 1,674 3,048 -1,374 0.55 -
위례 신사선 4,773 6,863 -2,090 0.70 -

위례선 1,174 1,864 -690 0.63 -

※ 1. 평가기간 : 35년(공사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

2. 사업비 부담 : 민자사업 추진시(민간투자 50% + 국고보조금 12% + 시비 3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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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원 조달방안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ㅇ 2014년부터 총 10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건설

- 총재정규모 : 4조 2,358억원(시비 3조 644억원, 국비 1조 1,714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도시철도 소계 - - - - 62 84 153 250 751 1,360 1,861 1,130 5,650

9호선 4단계 연장 　- -　 -　 -　 62  84  153  250  751  1,360  1,861  1,130  5,650

경전철 소계 104 613 1,621 3,047 4,345 4,204 3,801 4,133 4,415 5,417 4,069 939 36,899

신림선 104  416  833  1,250 1,145  416  　 　 　 　 　 　 4,164 

동북선 　 197  788  1,575  2,363  2,166  788  　 　 　 　 　 7,877 

면목선 　 　 　 222  667  1,112  1,556  889  　 　 　 　 4,447 

우이신설 연장선 　 　 　 　 72  217  361  506  289  　 　 　 1,445 

난곡선 　 　 　 　 98  293  489  685  391  　 　 　 1,956 

서부선 　 　 　 　 　 　 405  1,214  2,024  2,834  1,570  　 8,096 

위례 신사선 　 　 　 　 　 　 201  604  1,007  1,409  806  　 4,027 

목동선
 (일부구간 고가 건설)

　 　 　 　 　 　 　 235  704  1,174  1,644  939  4,696 

총계 104 613 1,621 3,047 4,407 4,288 3,953 4,383 5,166 6,777 5,930 2,069 42,358

주 : 1) 신림선과 동북선은 건설시기를 반년 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총 공사기간은 다른 경전철과 동일한 5년임

2) 9호선 4단계 연장 분담금(896억원) 및 위례신사선 분담금(3,100억원) 제외

3) 위례선은 총 공사비를 LH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미포함

                                                                                                  (단위 : 억원)

※ 사업우선순위는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구분이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시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 ’14~’25년까지 연평균 3,530억원 투입
 (시비 2,554억원, 국비 976억원)

- ’23년 최대 6,777억원(시비 4,707, 국비 2,070) 소요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수입대비 재정 투입액 비율 : 3.99%

 ㅇ 투자가용재원대비 재정 투입액 비율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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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신장률

도시철도사업비 등1) 3,552 3,558 4,153 3,641 1,657 3,312 -17.4%

채무상환 등2) 2 2,790 3,336 3,465 2,757 2,470 -0.4%

재정투입액(A)3) 3,554 6,348 7,489 7,106 4,414 5,782 5.6%

자체수입(B)4) 136,219 138,464 145,399 149,604 154,163 144,770 3.1%

투자가용재원 (C)5) 116,638 119,532 118,713 125,736 136,810 123,486 4.1%

재정투입액/자체수입(A/B) 2.61% 4.58% 5.15% 4.75% 2.86% 3.99% -

재정투입액/투자가용재원(A/C) 3.05% 5.31% 6.31% 5.65% 3.23% 4.68% -

주 : 1) 자체사업비,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비를 포함함.
2) 2012년 채무상환 금액은 다른 년도와 크게 차이를 있어, 이를 배제하고 2013년~2016년 4개년 신장률을 적용.
3) 도시철도 사업비 등과 채무상환금액을 포함함.
4) 자체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을 의미함.
5) 일반회계상의 투자가용재원과 도시철도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의 합계임

자료 : 「서울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및 관련 자료(서울시)

< 중기재정계획상 철도 투자비 비율 지표 >

- 망계획 도입노선 추진시 시비투입액 비율은 자체 수입액의 3.20%, 투자

가용재원의 3.51%로 중기재정 계획상 철도사업투자비 비율보다 낮으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억원)
년도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평균

사업비(신규노선)1) 104 613 1,621 3,047 4,407 4,288 3,953 4,383 5,166 6,777 5,930 2,069 42,358 3,530 

사업비(기확정노선)2) 3,301 4,736 3,365 1,858 468 298 226 166 64 0 0 0 14,482 1,207 

운영적자3) - - - - - - - - - - - - - -

채무상환4) 3,336 3,465 2,757 - - - - - - - - - - -

재정투입액(A)5)
104 

(6,741) 

613 

(8,815) 

1,621 

(7,743) 

3,047 

(4,905) 

4,407 

(4,875) 

4,288 

(4,586) 

3,953 

(4,179) 

4,383 

(4,549) 

5,166 

(5,230) 

6,777 

(6,777) 

5,930 

(5,930) 

2,069 

(2,069) 

42,358

(66,399) 

3,530 

(5,533) 

자체수입(B)6) 145,399 149,604 154,163 159,007 164,003 169,156 174,471 179,953 185,607 191,439 197,454 203,658 2,073,912 172,826 

투자가용재원(C)7) 118,713 125,736 136,810 142,376 148,169 154,197 160,471 167,000 173,794 180,865 188,224 195,882 1,892,238 157,686 

재정투입액/  

자체수입(A/B)8)
0.07%

(4.64%)

0.41%

(5.89%)

1.05%

(5.02%)

1.92%

(3.08%)

2.69%

(2.97%)

2.53%

(2.71%)

2.27%

(2.40%)

2.44%

(2.53%)

2.78%

(2.82%)

3.54%

(3.54%)

3.00%

(3.00%)

1.02%

(1.02%)

　

　

2.04%

(3.20%)

재정투입액/  

투자가용재원(A/C)9)
0.09%

(5.68%)

0.49%

(7.01%)

1.18%

(5.66%)

2.14%

(3.44%)

2.97%

(3.29%)

2.78%

(2.97%)

2.46%

(2.60%)

2.62%

(2.72%)

2.97%

(3.01%)

3.75%

(3.75%)

3.15%

(3.15%)

1.06%

(1.06%)

　

　

2.24%

(3.51%)

주 : 1) 사업비는 신규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 중 정부 보조금 비율(12%)과 시비 비율(38%)을 적용한 것임
2) 사업비(기확정노선)은 광역철도부담금, 9호선 2단계․3단계 노선 건설 사업비, 우이신설선 건설사업비를 합한 것임
3)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운영적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시부담액에 포함하지 않음
4) 채무상환은 기존 상환액이며, 신규차입 및 상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5) 재정투입액은 사업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투자비임. ( )안은 기확정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투입액임

6) 자체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시세수입+세외수입)을 의미함
7) 일반회계상의 투자가용재원과 도시철도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의 합계이며 중기재정계획상 반영된 지출예상
비용은 도시철도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에서 차감하여 반영한 것임

8),9) ( )안은 기확정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투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임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추진시 재원 조달계획 적정성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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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별 추진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 현황
사업비
(억원)

추진
상황

비고
구간

연장
(km)

정거장
(개소)

1 신림선
여의도∼
서울대앞

8.06 11 8,329
민자사업
협상중

민자(대림산업)

2 동북선
왕십리∼
상계역

13.34 15 15,754
민자사업
협상중

민자(경남기업)
동북선 연장

3 면목선
청량리∼
신내

9.05 12 8,894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중
(PIMAC)

민자(포스코)

4 서부선
새절∼

서울대입구역
16.15 16 16,191

최초제안자
수정제안
검토 중
(두산건설)

민자(두산건설)
서부선 연장

5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방학 3.50 3 2,890
우이신설선
사업자와
연계 협상

민자(포스코)

6 난곡선
보라매공원∼
난향동

4.08 5 3,912 - 민자

7 목동선 신월∼ 당산역 10.87 12 9,392 - 민자

8
9호선 4단계
연장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0 4 6,546 -
재정
광역교통개선대책

9
위례
신사선

위례신도시∼
신사

14.83 11 14,253 -
민자
광역교통개선대책

10 위례선
마천역∼복정
역, 우남역

5.44 12 1,800 -
민자
광역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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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원분담 계획

연번 노선명
사업 예산(억원)

B/C
수요
(인/일)총사업비 국비 시비 민자 기타

(분담금)

87,961 11,714 30,644 40,527 5,076

1 신림선 8,329 999 3,165 4,165 1.12 102,206

2 동북선 15,754 1,891 5,986 7,877 1.12 177,513

3 면목선 8,894 1,067 3,380 4,447 1.08 91,472

4 서부선 16,191 1,943 6,153 8,095 1.03 169,271

5 우이신설
연장선 2,890 347 1,098 1,445 1.02 30,227

6 난곡선 3,912 469 1,487 1,956 1.05 54,247

7 목동선 9,392 1,127 3,569 4,696 1.06 89,587

8 9호선 4단계
연장 6,546 2,260 3,390 896 1.04 65,159

9 위례 신사선 14,253 1,611 2,416 7,126 3,100 1.00 167,436

10 위례선 1,800 720 1,080 0.92 36,788

1. 민자사업 1) 분담금 없는 경우 : 국비 12%, 시비 38%, 민자 50%

2) 분담금 있는 경우 : 국비 – 민자와 분담금 제외한 금액의 40%

시비 – 민자와 분담금 제외한 금액의 60%

2. 재정사업 : 국비– 분담금 제외한 금액의 40%, 시비– 분담금 제외한 금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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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08년 계획과 금번 계획 비교

□ 2008년(7개 노선)

사업 구간 연장 사업비 차량형식

신림선 여의도～서울대 7.82 7,421 고무차륜AGT

동북선 왕십리～은행사거리 12.34 11,446 고무차륜AGT

면목선 청량리～신내 9.05 8,598 고무차륜AGT

서부선 새절～장승배기 12.05 10,774 고무차륜AGT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방학 3.53 3,028 고무차륜AGT

목동선 신월동～목동～당산 10.87 9,034 고무차륜AGT

DMC선 수색～월드컵경기장～수색 6.5 1,976 모노레일

계 62.16 52,277

□ 2013년 (10개 노선 : DMC선 제외, 난곡선․9호선 연장․위례신사선․위례선 추가)

사업 구간 연장 사업비 차량형식 비고

신림선 여의도～서울대앞 8.06 8,329 고무차륜AGT 서부선과 연계

동북선 왕십리～상계역 13.34 15,754 고무차륜AGT 은행사거리～상계역 연장

면목선 청량리～신내 9.05 8,894 고무차륜AGT

서부선 새절～서울대입구역 16.15 16,191 고무차륜AGT
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 연장
신림선과 연계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방학 3.50 2,890 고무차륜AGT

난곡선 보라매공원～난향동 4.08 3,912 고무차륜AGT

목동선 신월～당산역 10.87 9,392 고무차륜AGT

9호선 4단계 연장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80 6,546 중량전철 광역교통개선대책

위례 신사선 위례신도시～신사 14.83 14,253 고무차륜AGT 광역교통개선대책

위례선 마천역～복정역, 우남역 5.44 1,800 노면전차 광역교통개선대책

<후보노선> : 3개

9호선 4단계 연장 고덕강일1지구～강일동 1.58 2,279 중전철

화곡～홍대입구선 화곡～홍대입구 11.79 10,274 고무차륜AGT

신림선 연장 서울대앞～서울대입구역 2.2 2,101 고무차륜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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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신림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여의도(9호선)～서울대앞, 8.06㎞, 정거장 11개소
 ㅇ 총사업비 : 8,329억원(국비 999억원, 시비 3,165억원, 민자 4,165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12
 ㅇ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와 협상중(남서울경전철, 대림산업)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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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②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동북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왕십리(2·5·중앙·분당선)～상계역(4호선), 13.34㎞, 정거장 15개소
 ㅇ 총사업비 : 15,754억원(국비 1,891억원, 시비 5,986억원, 민자 7.877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12
 ㅇ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경남기업외 9개사)

□ 노선도

* 점선은 ‘2013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가 연장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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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③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면목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청량리(1호선·중앙선)～신내(경춘선), 9.05㎞, 정거장 12개소
 ㅇ 총사업비 : 8,894억원(국비 1,067원, 시비 3,380억원, 민자 4,447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8
 ㅇ 추진상황 :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중(PIMAC)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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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④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서부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새절(6호선)～서울대입구역(2호선), 16.15㎞, 정거장 16개소 (신림선 환승연계)
 ㅇ 총사업비 : 16,191억원(국비 1,943억원, 시비 6,153억원, 민자 8,095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3
 ㅇ 추진상황 :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최초제안자 수정제안 검토 중 (두산건설 등 7개사)

□ 노선도

* 점선은 ‘2013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가 연장/연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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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우이신설 연장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우이～방학(경원선), 3.50㎞, 정거장 3개소
 ㅇ 총사업비 : 2,890억원(국비 347억원, 시비 1,098억원, 민자 1,445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2
 ㅇ 추진상황 : 우이신설선(우이트랜스, 포스코건설)과 연계 협상 예정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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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⑥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난곡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보라매공원(2호선(신대방역))～난향동, 4.08㎞, 정거장 5개소
 ㅇ 총사업비 : 3,912억원(국비 469억원, 시비 1,487억원, 민자 1,956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5
 ㅇ 추진상황 : 민간제안 없음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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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⑦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목동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신월～당산역(2·9호선), 10.87㎞, 정거장 12개소
 ㅇ 총사업비 : 9,392억원(국비 1,127억원, 시비 3,569억원, 민자 4,696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6
 ㅇ 추진상황 : 민간제안 없음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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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⑧  도시철도망 구축계획(9호선 4단계 연장)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80㎞, 정거장 4개소
 ㅇ 총사업비 : 6,546억원(국비 2,260억원, 시비 3,390, 분담금 896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중량전철 / 재정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4
 ㅇ 추진계획 : 서울9호선 3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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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위례 신사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위례신도시～신사(3호선), 14.83㎞, 정거장 11개소
 ㅇ 총사업비 : 14,253억원(국비 1,611억원, 시비 2,416억원, 민자 7,126,
              분담금 3,100)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0
 ㅇ 추진상황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반영(‘14.4)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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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⑩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위례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분당선), 우남역, 5.44㎞, 정거장 12개소
 ㅇ 총사업비 : 1,800억원(민자 720, 분담금 1,080)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노면전차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0.92
 ㅇ 추진상황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반영(‘14.4)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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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1.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 한국교통연구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기존 도시철도 영향 분석에 대한 의견
◦ 서울시 권역별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경전철을 건설․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춰 합리적 
기준들에 근거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들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노선 km당 영향권 종사자 수 및 이용수요를 
제시하여 장래 수요규모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으며, 경제성 지표 1.0 이상이라는 원칙을 준
수하였기에 노선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금번 계획에 수립된 노선 중 7개 노선은 변경 이전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며, 신규 3개 노선은 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노선이므로 선정된 도시
철도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록된 노선들이 건설
되었을 때 서울시 기존 도시철도의 수송수요, 혼잡도 
및 재무성 등을 분석하여 노선망 구축의 효과와 영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이 건설
되었을 때 기존 도시철도 수요에의 영향 수준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종합보고서 '제5장 ‒ 4절 ‒ 
4.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구축효과 종합평가'에 
추가로 제시하였음

반영

(2) 운영 중 지자체 재정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 기존선 연장 노선을 제외한 9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재무성 확보를 위해 운영 기간 중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합보고서 
<표 10-10>에서는 운영 기간 중 재정지원 규모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 계획 노선이 모두 개통된 이후 발생하게 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운영 중 예상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선들의 재무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무임손실금, 
수도권통합요금제 기본요금과 민간제안요금의 
차이, 적기 요금인상 미시행에 따른 누적지원금이 
있음

◦ 재정지원금 규모는 서울시의 장래요금정책 및 민간의 
지원요구 내용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 다만 영향요인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가 장래 
부담해야하는 지원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한 
수용가능한 수준인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음

반영

(3) 광역철도 노선의 본 계획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 건의하고 있는 광역철도 노선 중 신분당선, 남부

급행철도 노선 등은 이용수요 특성 또는 시설․
운영 특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도시철도 
사업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이들 노선은 서울시 내부 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 예상되는 노선이므로, 노선 시․종점 
변경 등을 통해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시킬지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남부광역급행철도 
노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신분당선 및 
GTX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서울 도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광역기능의 성격을 주로 하는 
노선으로서 노선의 시․종점을 서울 시계로 변경․
제한할 경우에는 이러한 광역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현재도 각 노선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선 연장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검토․추진할 계획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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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연구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종합 검토의견
◦ 서울시 도시철도 서비스 변혁의 첫 단추임
- 본 계획은 도시철도 서비스 미흡 지역에 경전철 

중심의 도시철도서비스를 망(network) 형태로 공급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도시철도망 계획으로 기존 운영노선과의 환승과 
연계운영에 대한 계획내용이 중요함

◦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중 7개 노선은 
변경 이전의 기본계획 노선을 기존 도시철도 노선 
간 또는 경전철 노선 간에 좀 더 환승연계가 잘 
되도록 보완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된 신규 3개 노선도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의 
환승연계를 고려하여 노선계획이 결정됨

반영

(2) 노선 간 환승 및 연계 내용에 대한 의견
◦ 본 계획이 세부노선에 집중되어 노선 간 환승 및 

연계(예: 서남부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함

- 서남부권 3개 노선은 tree구조의 도시철도 네트
워크로 서부선→신림선→난곡선이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3개 노선 중 B/C가 가장 높은 신림선 계획은 
서부선과 신림선 연계 환승을 위한 시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신림선 개별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본 
계획)에서 언급하지 않은 환승연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경전철 사업의 성패는 기 운영 철도와의 편리한 
환승 및 경전철사업 간의 효율적 연계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필요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노선 간 환승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서남부권 신림선과 서부선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연계방안별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제14장 
부록에 수록하였음 반영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개정된 도시철도법 반영에 대한 의견
◦ 개정된 도시철도법(2014.07)의 적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개정된 도시철도법(2014.07)에 따라, 본 계획 

명칭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으로 변경하였음

반영

(2) 통행수요 분석 관련 의견
◦ 통행발생 예측 시 수도권교통본부DB상의 개발

사업 목록과 2012년 기준의 실제 진행사업 목록의 
비교표 제시가 필요함

◦ 2012년 기준의 개발사업의 비교표를 추가로 
제시함 반영

(3) 차량시스템 검토 관련 의견
◦ 노면전차 특징 중 가선사용으로 인한 도시미관 

불리에 대해 최근 프랑스에서 운행 중이거나 
국내 개발된 무가선 트램에 대한 내용 언급이 
필요함

◦ 프랑스 및 국내(오송) 무가선 트램 운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시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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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계속)
◦ 공사 중인 인천2호선, 시운전 중인 인천 자기

부상열차는 ‘공사 중인 국내 경량전철’로 추
가하고, 공사 중인 김포도시철도도 ‘공사 중인 
국내 경량전철’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계속)
◦ 국내 경량전철 사례에 대해 추가 및 재분류함 반영

◦ 9호선 4단계 연장선과 위례선은 고무AGT로 전제
되지 않았으므로, 건설비 산출 개요와 운영계획 
개요에의 언급과 원단위 내용 보완 및 운영비 
기준 내용 보완이 필요함

◦ 9호선 4단계 연장선(중량전철)과 위례선(노면
전차)에 대한 비용산출 기준을 추가로 제시함

- 단, 9호선 4단계 연장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세부 제시가 불가능한 
항목도 존재함

반영

◦ 향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재 연구 중인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시스템 선정이 되었으면 함

◦ 향후 노선별 기본계획이나 사업이 구체화된 상황
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여 최적의 
차량시스템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반영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관련 의견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되는 편익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 보완이 필요함
- NPV 산출식과 B/C 산출식 수정이 필요함
-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출식의 변수(Ts, As) 통일이 

필요함
- 소음피해비용 절감편익 산출식의 변수 P에 대한 

정의 제시가 필요함
- 총 편익에 대한 그림 설명 보완이 필요함
- 위례선 편익 및 비용 산정기간의 통일이 필요함

◦ 해당되는 산출식, 변수, 총 편익, 편익 및 비용 
산정기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보완함

반영

(5) 재무적 타당성 분석 관련 의견
◦ 최적투자시기 분석결과상의 개통시기와 재무성 

분석상의 개통시기 간격이 서로 상이한데, 이에 
대한 전제나 설명의 제시가 필요함

◦ 종합보고서 제8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제시한 
최적투자시기는 초기년도 수익률법을 적용하여 
노선별로 최적개통시기를 분석한 것임.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 한계로, 분석된 최적개통시기처럼 
여러 노선들이 동일시기에 건설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서울시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제10장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연도별 노선 건설 분배)을 제시
하였으며, 제9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를 
따라서 노선별 개통시기를 적용한 것임

◦ 이에 따라 제9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부분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추가함

- 노선별 개통년도는 서울시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제시한 제10장 연차별 투자계획의 개통년도를 
적용함

반영

◦ 9호선 4단계 연장선, 위례 신사선, 위례선은 타 
노선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하므로, 재무대안 
가정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9호선 4단계 연장선은 재정사업이며, 위례 신사선과 
위례선은 지역분담금이 있는 민자사업으로 다른 
노선들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함

◦ 따라서 이들 재정사업과, 지역분담금이 있는 민자
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입비율을 분리하여 설명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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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6) 연계수송체계 및 건설지역 도로교통대책 관련 의견
◦ 연계교통체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본 계획의 주를 

이루는 경량전철에 대한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함
◦ 과업명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과 보고서 
작성의 일관성을 위해 도시철도라고 명칭을 제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보고
서에서는 경전철이 도시철도에 포함되는 수단
임을 고려하여 연계교통체계는 포괄적인 의미
에서 도시철도로 작성하였으며, 경량전철은 신
교통수단으로 언급되어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

반영

(7) 기타 의견
◦ 도시철도 혼잡도 현황의 통일이 필요함(사당→

방배 구간)
◦ 사당→방배 구간의 혼잡도 제시 시, 종합보고서 

제2장과 제12장에서 다른 시간대에 대한 혼잡도가 
제시된 것으로, 해당 부분에 기준 시간대를 주석
으로 표기함

반영

◦ 사업추진이 확정된 GTX A노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2014.02.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 내용으로 변경함

- '현재 GTX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
함하여 검토 중이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GTX A노선(일산~삼성) 먼저 추진될 계획임'이라 
명시함

- 이에 따라 GTX 노선도도 변경함

반영

◦ 9호선 4단계 연장선의 사업비 확인이 필요함
(종합보고서 제7장의 제세공과금 제외 전 비용과 
제8장의 제외 후 비용이 동일함)

◦ 9호선 4단계 연장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사업비로, 다른 노선들과는 달리 
종합보고서 제7장에 제시된 총사업비 또한 제세
공과금(VAT)이 제외된 비용임. 따라서 이에 대한 
각주를 추가로 수록하였음

반영

◦ 종합보고서 제12장 도시철도 기존선 혼잡도 완화
방안 검토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범위인지 
검토가 필요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범위는 아니지만, 
현재의 첨두시 극심한 차내 혼잡도를 완화시켜 
도시철도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운영 부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검토
하였음

반영

◦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상의 2020년 대중교통분담률 
목표가 70%, 수도권 교통본부 DB상의 2021년 
대중교통분담률이 65%인데, 본 계획을 통해 
대중교통분담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론부에 
제시하면 좋겠음

◦ 현재 대중교통분담률은 약 64%(지하철 36%, 
버스 28%)인데, 본 계획 노선들이 건설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되고 서울시 대중
교통분담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노선별 시행에 따른 수단분담률 변화
량은 기 제시하였으며, 선정된 10개 노선이 모두 
구축될 경우의 수단분담률 변화를 제5장에 추가․
제시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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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부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 국토교통부(신도시택지개발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위례신사선, 위례선 공통의견
◦ 위례신사선, 위례선은 신도시내를 관통하는 노선

으로 향후 민자사업 추진 시 위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함

◦ 도시철도망 확정 승인 이후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위례택지개발 사업시행
자와 협의토록 할 계획임

반영

(2) 위례신사선 개통지연에 대한 의견
◦ 종합보고서 제10장 재원 조달방안 검토에서 위례

신사선은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나, 위례신
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14.5)에서 정한 개선
대책 완료시기인 2021년보다 4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
시기(2021년)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의 
완료시기는 서울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른 최적 개통시기(2021년)를 반영하여 2014.5월 
확정된 바 있음

◦ 보고서의 연차별투자계획은 서울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경전철 
노선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실제 
완료시기는 민간제안 및 협상결과에 따라 가변
적임

-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명기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위례신도시 철도

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반영

(3) 위례신사선 차량기지에 대한 의견
◦ 인접 A1-2,3블럭 주민입주가 완료되는 2021년 

이전까지 공사완료가 어려운 경우 입지에 제한이 
우려되므로 적기 추진이 필요하며, 세부적 위치․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함

◦ 차량기지 건설공사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제안 및 협상결과에 따라 가변적으로, 서울시
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세부적 위치, 규모 등은 향후 민간제안시 사업
시행자와 별도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반영

(4) 위례신사선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
◦ 위례신사선은 신도시내 지하차도와 동 노선이 중복

되어 시설물간 간섭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를 요함

◦ 신도시내 지하차도와의 시설물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4층 심도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민간제안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할 
예정임

반영

(5) 위례선 차량기지에 대한 의견
◦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추진해야 하며,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상의 차량기지 위치가 종전의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에 반영하고 있어 
신도시계획과 상충됨

◦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부지 내 적정면적을 
반영하여 개별 계획 간의 정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는 향후 민간제안시 사업
시행자와 사전협의할 예정이며, 노선도는 변경된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로 변경하였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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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6) 위례선 트램 관련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 현재 철도안전법상 도로횡단시 입체횡단시설 및 

선로구간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하므로, 위례신도
시의 개발 컨셉인 트랜짓몰(대중교통전용지구)의 
자유로운 통행 컨셉과 상충되고 있어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

◦ 특히, 도로와의 평면교차 및 트램우선신호체계, 
보도와 차도의 공용 등 보행자 친화적 공간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국토부 소관사항으로 노면전차에 대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거듭 요청드림

반영

(7) 위례선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
◦ 위례선은 하천 및 도로횡단방법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 향후 민간제안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할 예정임 반영

(8) 위례선 기타 의견
◦ 위례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2014.5)에 따라 총사업비 1,800억원 중 60%인 
1,080억원 범위 내에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계획임

◦ 기 반영되어 있음 반영

◦ 위례선의 건설 및 운영계획에서 차량기지는 용지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공원 지하를 활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본 위례선은 신도시가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건설하는 노선으로 용지보상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차량기지의 용지비를 반영하여 분석하
였음'

- →'차량기지 위치선정시 별도의 용지는 유상공급
대상임에 따라 차량기지는 공원용지 지하를 활용
하여 용지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분석하였음'

◦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

반영

◦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교통수단 타당성 분석, 
2014.5」용역의 시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한국
토지주택공사)이 필요함

◦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
반영

2)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기존 고속도로 저촉에 대한 의견
◦ 도시철도구축계획 구간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저촉되는 바,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별도로 협의 요망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저촉되는 노선은 위례
신사선이며 노선 전체가 지하터널로 계획되어 
있어 상부구조물과의 저촉은 없음

◦ 터널공사시 고가도로 기초와 저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래 민간제안에 의한 설계 단계에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예정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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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산지관리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산지전용 협의에 대한 의견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한이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니 해당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 요망

-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 : 산지전용면적이 
50ha 이상 200ha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산지전용
면적이 50ha 미만 

◦ 향후 민간제안에 따른 설계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면적별 해당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
토록 하겠음 반영

4) 국방부(시설기획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경전철 신설에 따른 제한사항 및 관련 협의에 
대한 의견

◦ 서울시 전역은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축예정인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행정
기관별 위탁고도를 초과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필요

◦ 모든 계획노선들은 지하에 건설될 예정으로 해당
사항 없음 반영

◦ 한강에 교량을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건설계획 수립 이전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필요

◦ 한강을 횡단하는 서부선은 한강하저 터널로 계획
되어 있음 반영

◦ 세부설계시(노선 및 정거장 위치 확정) 다중이용 
시설보호 및 하저터널에 대한 통제대책 필요

- 신설 정거장의 환기시설에는 잠금장치(울타리) 및 
CCTV를 설치하고 역 외부 출구에는 CCTV 설치

- 서부선 한강통과 구간을 하저 터널로 계획할 경우 
비상방수문 제어기실 CCTV 및 작전책임 부대
와의 Hot-Line 설치, 통제용 경계초소 설치

◦ 향후 세부설계시 관할부대에 검토 의뢰할 예정임

반영

◦ 면목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일부구간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 
제2,3,5,6구역에 해대되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에서 정하는 금지 및 제한사항 준수 
필요

-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

물의 폭발 등의 행위
․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의 설치
-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

․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
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
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 모든 계획노선들은 지하에 건설될 예정으로 해당
사항 없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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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전력설비 저촉 협의에 대한 의견
◦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 중인 154kV 여의-노량진 

지중송전선로 등 37개 전력설비가 횡단 및 근접
되어 있는 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 확정 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사업 추진 바람

◦ 향후 노선별 기본설계 확정 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할 예정임 반영

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1) 농지 편입 협의에 대한 의견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도심지에 위치한 전철 연계 등을 위한 사안으로서 
이견 없음

◦ 도시철도망 구축 시 불가피하게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향후 불가피하게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임

반영



- 35 -

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권병윤

◦ 차량형식이 대부분 고무차륜 AGT이고 트램, 
중량전철 등과는 다른데 향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이 되지 않도록 
계획노선별 차량형식에 대해 향후 사업별 
추진과정 및 전체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함

◦ 향후 사업별 실시계획 수립시 운영 및 유지
관리측면에서 최적의 시스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  9호선 4
단계 연장(중전철)과 위례선(노면전차)을 제
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경전철 고무AGT 
차량시스템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2.2.3.2 차량 시스템 
선정에서 '차량 시스템은 적용 가능한 다
수의 차량시스템 대안 중에서 특정 차량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수행하되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반영

이경희
◦ 지상에 건설되는 위례선 등 도시철도망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 소음, 진동, 먼지 등 학습 환경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수립 등 

◦ 향후 민간제안에 따른 사업별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교육청 및 주무관청과 별도로 협의하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노영숙

◦ 환승역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집
중적인 검토 필요

- 효율적인 광역․간선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환승역과의 편리한 연계가 이용률의 극대화 
및 재무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노선 간 환승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간선철도망과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 노선을 보완하는 

연계/연장노선을 포함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함
- 신림선~서부선연계(여의도환승연계)
- 동북선 연장(상계역)
- 서부선 남부연장(서울대입구역)

반영

서종국

◦ 계획노선들이 서울중심 집중연계 노선들인데, 
노선수요의 기본인 서울인구 예측이 과다함

- '9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분석당시
(2013년) 적용 가능한 최신 수도권 교통DB인 
'5-2차 수도권 교통DB'를 적용하여 노선 수
요를 예측하였음

- '5-2차 수도권 교통DB'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5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어  장래 인구감소는 
연평균 0.64%의 감소율에 그치며, 이는 인
구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세종시로의 인구유
출과 고령화도 반영된 것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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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도명식

◦ 도시철도 소외 지역의 해소 및 도시균형 
발전의 취지에 공감함. 단, 개별적 노선에 대한 
수요측정과 경제성 분석 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용수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계획노선의 사업추진 성격(민간투자사업, 재정
사업, 지역분담금 유무 등)에 따라 노선별 
서울시 재원투입 비율이 상이함

◦ 이를 고려하여 연간 투입 가능한 시비 규모
(약 3,500억원)에 대한 전체 계획노선의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종합보고서 제10장 재
원 조달방안 검토에서 제시하였음

반영

강동수

◦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우선적으로 지방을 
포함한 모든 전국 호환교통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요금제도 및 지불수단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등에도 적용되어 상위 정책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임. 이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이를 포함 하지 않음

◦ 다만, 향후 민간제안에 따른 실시설계  단계
에서 전국호환교통카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예측에 의하면, 2036년 
2011년 대비 수단통행량이 1.3%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 계획에서 제시
하고 있는 10개 노선을 구축할 경우 수단 
분담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제시가 필요함

- 단지 기존 도시철도의 혼잡을 완화하고 증가
되는 1.3%의 수요를 감당하는 디펜스 수준
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교통수요를 
리드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바람직함

◦ 본 계획의 당초 취지는 장래 증가하는 수요처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서비스지역 확대, 도시철도 
혼잡완화를 통한 서비스질 개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
통체계 구축이 목표임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들이 건설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수
단분담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노선별 시행에 따른 수단분담률 변
화량은 기 제시하였으며, 10개 노선 모두 
구축 시의 수단분담률 변화를 제5장에 추가 
분석 및 제시함

반영

◦ 목표(제안이유)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이므로 본 계획에 따라 10개 노선 추가 
시 소외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 전체 도시철도 서비스지역  비율은 
약 61.8%임(서울시계 내 시가화면적 기준)

◦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0개 노선이 모두 
건설될 경우 서비스지역 비율은 약 71.5%로 
10% 가까이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내용을 종합
보고서 '제5장 - 4절 - 4.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 구축효과 종합평가'에 추가로 제시
하였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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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강동수

◦ 목표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임
에도 B/C가 노선 선정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시된 6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관행대로 B/C 위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목표에 맞는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08년에 수행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재정비 계획으로, 기존에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기본계획 노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성격임

-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다기준분석방법을 적용
하여 노선의 합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가중
치를 적용하여 노선별 대안들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최적 대안 노선들 간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였음

◦ 또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2013.04.22)｣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자체 도시철도 계획을 방지
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B/C가 1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으로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명칭 변경)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선정 시 
경제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1이상인 노선을 대상으로 
하였음

반영

◦ 본문에서 차량시스템을 전체 노선에 경전
철로 선정(9호선 연장 제외)하였는데 노선
별 특성에 맞는 차량시스템을 각각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부록에 의하면 9호선 연장(중전철), 위례선
(노면전차)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고무차륜 
AGT로 선정되어 있는데 노선별 특성을 상
세히 분석한 후 차량시스템을 선정하는 방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량시스템 용량(수송능력)에 따라 운영횟
수, 건설비와 운영비가 변경되므로 차량시
스템을 상세히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 9호선 4단계 연장
(중전철)과 위례선(노면전차)을 제외한 모든 노
선에 대해 경전철 고무AGT 차량시스템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2.2.3.2 차량 시스템 
선정에서 '차량 시스템은 적용 가능한 다
수의 차량시스템 대안 중에서 특정 차량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수행하되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단계에서 노선별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시스템과의 
경쟁을 차단하고 민간제안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배제할 우려가 있음

◦ 향후 사업별 실시계획 수립시 최적의 시스
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원종필

◦ 지하철 환승구간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
애인 등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을 것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등의 설계는 향후 민간
제안 후 사업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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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김은경

◦ 계획노선별 차량시스템 설계 시 무인자동
운전의 안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무인운행 중 문제가 
없도록 고려 필요)

◦ 경전철은 기존 중전철보다 규모가 작아 무인
운전 및 무인역사 운행이 보편적임

◦ 이러한 무인운행의 안전을 위해 CCTV와 순회
요원 배치 등 역사운영을 위한 시설과 운영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전철 무인
운행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E&M 비용을 적용하고 
있음

반영

◦ 장래 승용차 보유대수와 통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개인 교통수단
에서 철도로 수단전환이 있으므로 개략적인 
수단분담률의 변화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들이 건설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노선별 시행에 따른 수단분담률 변화
량은 기 제시하였으며, 10개 노선이 모두 구축
될 경우의 전체 수단분담률 변화를 제5장에 
추가 분석 및 제시함

반영

윤대식

◦ 노선간 환승연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
획과 검토가 필요함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노선 간 
환승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간선철도
망과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 노선을 보완하는 
연계/연장노선을 포함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함 
: 신림선~서부선 연계(여의도 환승연계), 동
북선 연장(상계역), 서부선 남부연장(서울대
입구역)

반영

안정근

◦ 신규 철도망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교통 
수단(버스 등)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향후 인구의 지속적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 증가 및 생산 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철도시설 이용인구 감소가 예상됨 

◦ 분석 기초자료로 사용한 '5-2차 수도권 교통
DB'에 인구 자연감소와 장래 인구 고령화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고령자의 통행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장래 고령화가 되어도 전체 통행량 감소는 
10년간 1.9% 감소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됨

반영

이미영

◦ 현재 추진 중인 전국교통카드 호환과 복합
교통망(연계환승)운영을 고려한 전국 철도
망 차원의 연계기능(지역 연계부문의 수입
금 정산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요금제도 및 지불수단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등에도 적용되어 상위 정책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임. 이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이를 포함 하지 않음

◦ 다만, 향후 민간제안에 따른 실시단계에서 전
국호환교통카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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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이미영

◦ 향후 방재를 고려한 계획단계에서의 도시
철도운영에 대한 종합적 유지관리 마스터 
플랜 제시가 필요함

◦ 별도보고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도시  
방재 차원에서의 체크항목으로 설정되어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선정노선이 지나는 지역 내 
방재계획을 검토하였음

◦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방재 및 유지관리 계획은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에서 관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됨

- 철도안전법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는 방재 
및 비상대응계획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반영

◦ 도시철도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당 지자체
(서울시)와 중앙정부(국토부 등 포함)간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의 협업이 필요함 

◦ 도시철도망 확정 승인 이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건설․운영 단계에서 협업체계를 유지
할 계획임

반영

손영태

◦ 계획노선 개통이후 발생하게 되는 민간 사업
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선들의 재무성 확
보를 위해 운영 중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무임손실금, 수도권통합요금제 기본요금과 
민간제안요금의 차이, 적기 요금인상 미시행에 
따른 누적지원금이 있음

◦ 재정지원금 규모는 서울시의 장래요금정책 및 
민간의 지원요구 내용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제시
하기 어려움

◦ 다만 영향요인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가 장래 
부담해야하는 지원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한 수용가능한 수준인지를 별도로 검토
하였음

반영

◦ 신림선 환승연계시설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노선 간 
환승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
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서남부권 신림선과 서부선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연계방안별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제14장 
2절에 별도로 수록하였음

반영

윤장호

◦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재무적 타당성
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이므로 추후 실시
설계 및 시스템선정 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고 필요시 일부 노선은 BRT로 대체
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무적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향후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추진단계에서 저비용․고
효율의 시스템  선정 등을 고려할 것임

◦ 추후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후보 노선 
및 장기 검토노선으로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BRT 대체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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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교통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김경환
(국토

연구원)

◦ 도시철도 사업의 성공여부는 기존노선과의 
효율적 연계환승에 있으며,

- 전체 사업의 재무성이 낮아 도시철도망의 
점진적 고도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사업
우선으로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 계획노선의 효율적인 
환승연계체계 구축은 이용환경을 제고하여, 
교통수요와 사업의 재무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 이에 따라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효율적인 환승연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2008년 확정되어 본 계획에서 재검
토된 노선은 기존선과의 연계(동북선, 위례
신사선) 및 신규계획 노선 간 연계(신림선, 
서부선, 난곡선)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
하였음

반영

이창운
(한국교통
연구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역과 연계환승이 예상
되는 역들의 경우, 대규모 환승수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검토 필요 

◦ 본 계획은 경전철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환승이 
예상되는 지점은 삼성역이 유일함

◦ 삼성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선, 본 계획의 위례신사선, 
남부광역급행철도(2호선 대심도), KTX 수서~
동탄 연장과 대규모 주변 개발계획(한전부지)이 
예상되어,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계획이 이루어질 예정임

반영

◦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건의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종~
홍대 노선 중 신정지선' 및 '9호선 연장 
노선 중 고덕~강일 구간'의 서울시 도시철
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행될 필요

◦ 신정지선은 원종~홍대 노선(본선) 추진을 
전제로 하므로, 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추진방식, 건설‧운영
계획 및 세부 노선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를 
수용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음

◦ 9호선 연장노선 중 고덕~강일 구간은 국토
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 연계,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
되면 이를 반영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음

반영

김기환
(한국철도
기술연
구원)

◦ 실시계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철도 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고속철도사업, 
광역급행철도사업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 노선 건설 및 운영계획, 환승계획 및 버스
노선 개편을 포함한 종합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필요

◦ 본 계획은 경전철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환승이 
예상되는 지점은 삼성역이 유일하며, 삼성
역에 대해서는 다수의 철도계획과 한전부지 
개발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 타 교통수단(버스중심)과의 효율적 연계환승
체계 구축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검토될 내용임

-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차 대중교통계획에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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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고승영
(서울대)

◦ 노선별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추정과 함께 이를 지속가능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적․개략적 검토 필요

◦ 재정지원 규모는 민자사업자의 요구사항 및 
서울시의 요금정책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 확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 민간사업 추진 시, 요금수준 및 실제수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서울시가 
장래 부담해야하는 재정지원금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기 검토하였음

반영

◦ 신림선 서울대정문역과 서부선 서울대입구
역을 연결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신림선 서울대정문역과 서부선 서울대입구
역을 연결하는 노선인 신림선 연장(서울대앞~
서울대입구역)을 본 계획에서 검토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B/C=0.82)을 확보하지 못하여 
후보노선으로 분류하였음

-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노선으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반영

◦ 위례 신사선은 위례주민 등 이용자의 8호선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노선을 이격시키는 것 
보다는 입체 환승이 될 수 있도록 노선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 위례 신사선은 추후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시 
8호선과의 환승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8호선 입체 환승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음

반영

김광식
(성균관대)

◦ 현재, 민자에 의한 경전철은 상당수가 정치
적으로 결정되어  운영적자로 인해 재정상
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정됨

- 이에, 대안으로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
의 운영 추이를 보고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요금수준 및 실제수
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서울시가 장래 부담해야하는 재정지원금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기 검토하였음

◦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된 노선
들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검토ᐧ진행된 노선으로, 
타 지자체의 민자 경전철과 달리 타당성, 
재무성, 노선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노선(7개 노선)은 
1997년 3기 지하철 계획에서부터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다수의 재검토가 진
행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10개 노선 
중,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될 신림선과 동북
선은 우이신설선 개통 전에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다른 노선들은 우이신설
선 개통 후 운영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진행 
방안이 보완될 것임

반영

◦ 경전철은 고가로 운행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지하철과 경전
철 간 이동과 접근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음.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들은 목동선 
일부 구간(지하차도 건설로 지상고가 계획이 
불가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는 
민간제안이 구체화되는 사업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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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김광식
(성균관대)

◦ 동 계획은 수요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인구 16%, 승용차 대수 38%, 장래 종사자 
6% 등을 과다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 서울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임
을 감안하면 경전철의 수요가 2045년까지 
10개 노선이 필요한지 검토 요망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상위기관에서 
검증・배포된 수도권 교통DB(분석당시 적용 
가능한 최신 교통DB인 '5-2차 수도권 교통
DB')를 적용하여 노선 수요를 예측하였음

- '5-2차 수도권 교통DB'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5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어 장래 인구
감소는 연평균 0.64%의 감소율에 그침. 이는 
인구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고령화추세도 반영된 것임

반영

◦ 동 계획에서 건설 타당성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대도시의 도시철도 연장비교는 
도시 간의 인구, 행정구역의 차이 등에 따른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노선선정은 단
순히 연장의 과부족 보다는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도시철도 혼잡완화를 통해 
대중교통의 질적(Quality)인 개선을 목표로 
하여 검토되었음

반영

김설주
(태조
엔지니
어링)

◦ 민자 시행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민자 제
안이 없는 목동, 난곡, 위례신사, 위례선 
등의 노선에 대해 계획 기간 중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방안 강구 필요

◦ 노선별로 수송수요와 구축비용이 상이하여 
사업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서울
시도 인식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주무관청의 대중교통 요금정책, 
운영 중 재정지원 규모, 경전철과 경쟁하는 
버스노선 조정 등 민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반영

박병호
(충북대)

◦ 지하철 환승역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환승
시간 및 거리최소화, 장애자 배려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필요

◦ 환승역에서의 환승경로 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는 향후 민간제안 후 사업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임

반영

◦ 동 계획에 따라 10개 노선을 구축할 경우 
수단분담률 변화와 함께 장래 목표치와 비교
하여 제시

- 아울러, 소외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지 
장래계획 제시 필요

◦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된 노선
(10개)의 건설을 통해 장래 예측되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변화를 제5장에 추가ᐧ제시함

◦ 또한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중점
적으로 고려한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
철도 서비스 커버리지 변화를 제5장에 추가
ᐧ제시함

반영

◦ 동 계획에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일부 노선을 BRT로 대체하는 
방안 등 다양한 타당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노선의 재무성은 서울시의 요금정책과 민간
제안 요구사항 수용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 장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된 노선 
중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 민간제안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서 BRT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반영

오영태
(교통안전
공단)

◦ 동 계획의 계획노선 수요창출을 위해 수단 
내 환승뿐만 아니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도 
함께 고려 필요

◦ 본 계획노선의 수요창출을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시철도 간 효율적인 환승체계
를 구축할 것이며,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의 조정과 경전철과 
경쟁하는 버스노선의 조정은 5년 마다 수
립되는 서울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추후 
검토할 것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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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오영태
(교통안전
공단)

◦ 차량시스템 관련 동 계획에서 고무차륜 
AGT 시스템만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검토하여 최적 차량시스템 선정 필요 

◦ 제6장 및 제7장에서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시 9호선 4단계 연장(중전철)과 위례
선(노면전차)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경전철 고무AGT 차량시스템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음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2.2.3.2 차량 시스템 
선정에서 '차량 시스템은 적용 가능한 다수의 
차량시스템 대안 중에서 특정 차량 시스템
으로 가정하여 수행하되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사업별 추진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적의 시스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반영

윤해정
(평택대)

◦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 
목적은 바람직하나 재무적 타당성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 민간사업 추진 시, 요금수준 및 실제수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서울시가 
장래 부담해야하는 재정지원금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기 검토하였음

◦ 다만 주무관청의 대중교통 요금제도, 운영 중 
재정지원 규모, 경전철과 경쟁하는 버스의 
노선조정 등 민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반영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후 
버스노선의 조정 등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 필요 

◦ 타 교통수단(버스중심)과의 효율적 연계환승
체계 구축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검토될 내용임

-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 제2차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차 대중교통계획에
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보다 효율
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음

반영

이용상
(우송대)

◦ 동 계획은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의 명확화 필요  

- 특히 중요한 수요와 관련, 인구감소와 지하철 
확충과 수요의 상충관계

- 비용 편익분석에서의 공통된 지표와 요금 등
- 동 계획에서 사업비 보완을 위한 부대사업의 

구체적 계획
- 연계교통에 따른 수요창출 또는 감소 여부 

◦ 분석 기초자료로 사용한 '5-2차 수도권 교통
DB'에 인구 자연감소와 장래 인구고령화 
추세가 반영되어 있음

◦ 비용/편익 분석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 
결과를 수용한 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지표와 요금제도(현행 수도권 통합
요금제, 동일요금제) 등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함

◦ 부대사업 계획은 구체적인 시설 계획과 역
세권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제안 단계에서 검토할 예정임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된 노선들이 
건설되었을 때 연계환승을 통해 기존 도시
철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제5장에 
추가・제시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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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반영여부)

이희연
(서울대)

◦ B/C 및 IRR이 낮은 동 계획 추가 노선에 
대해 교통수요 예측에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환승역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이 되도록 
환승 편리성 제고 요망 

◦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08년 수행된 
서울시 1차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노선에 대한 재검토 성격의 계획으로, 선정
노선의 타당성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
하였음

◦ 금번 계획에서는 노선 간 환승연계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기존 간선철도망과의 환승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 기존 계획 노선을 보완하는 연계/연장노선을 
포함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 신림선
∼서부선 연계(여의도 환승연계), 동북선 연장
(상계역), 서부선 남부연장(서울대입구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