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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4Ⅰ. 과업의 개요

1. 환경 및 인간 중심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구현

2.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3. 서울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 추진

4. 환승 효율성을 높여 일원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5.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재원 조달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년 단위 서울시 대중교통 계획 수립

(1차 : 2007.06, 2차 : 2011.06)

대중교통 계획의 추진 근거

2차 대중교통계획(2011~2016)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

향후 5년간의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대중교통 계획의 목적

대중교통 계획의 필요성

제3차
대중교통계획

(2017~2021)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과업기간 : 2016.03.28~2017.04.21 (390일)

계약금액 : 169,138,000 원

대중교통 계획의 개요



▶ 내용적 범위 및 과업수행절차 5Ⅰ. 과업의 개요

제3차 대중교통계획
2017~2021

• 서울시 사회경제지표 및 일반현황

• 대중교통 통행실태 현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 서울시 인구변화 전망

• 대중교통 통행량 전망

• 미래기술 및 사회변화 전망

• 미래 대중교통 메가트랜드 분석

• 2차 대중교통계획 성과분석

• 지속추진과제 선정 전문가 설문

• 현황진단 및 미래전망 시사점 도출

• 계획 : 단기(5년), 장기(10년 이후)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 수립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재정이 튼튼한 대중교통 운영관리

- 경제적인 대중교통 운영

-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

- 승용차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 대중교통 노선조정

- 현실적인 대중교통 요금제 시행

-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방안 수립

•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

-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 개선

- 중앙차로 정류장 환경개선

-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 제공

- 대중교통 안전사고 제로화



▶ 계획간 위계 6Ⅰ. 과업의 개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 이용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실행계획 위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중복 최소화

참 고 :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2016)



▶ 관련계획 대중교통체계 구축 추진계획 검토 7Ⅰ. 과업의 개요

시설구축

고비용
장기

저비용
단기

운영효율화

도시내 광역 지역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대중교통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

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시행계획

참 고 :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2016)

 도시내 통행개선을 위한 저비용으로 단기에 시행할 수 있는 운영효율화 및 시스템 개선에 집중

-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 , 운영효율화, 시내버스 노선개선 분야 중점분석 수행

- 도시철도계획, 복합환승센터 개발, 간선급행버스 등은 해당계획에서 구체화 진행



▶ 대중교통 계획수립의 전제 8Ⅰ. 과업의 개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철도와 보행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를 연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여 이를 전제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였음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출처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서울시, 2015 출처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 2014 



1. 일반현황

2. 통행실태 현황

3. 관련계획 검토



▶ 일반현황 10Ⅱ. 현황 및 관련계획

 전국 인구의 50%는 수도권에 집중, 서울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임.

 15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 인구현황

서울 및 수도권 인구비율 추이

서울시 고령인구 추이

서울시 15세 미만 인구 추이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국가통계 (http://kosis.kr)

http://stat.seoul.go.kr/)


▶ 일반현황 11Ⅱ. 현황 및 관련계획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서울시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 사회경제적 지표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국가통계 (http://kosis.kr)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추이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서울시 종사자수, 사업체수 등록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활동
인구(천명)

8,086 7,985 7,919 7,884 7,814

자동차
(천대)

2,978 2,969 2,974 3,014 3,057

사업체수
(천개)

729 755 760 786 -

종사자수
(천명)

4,101 4,184 4,268 4,429 -

http://stat.seoul.go.kr/)


▶ 통행실태 현황 12Ⅱ. 현황 및 관련계획

 도심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은 감소하고, 시계 교통량은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음

 도심 주요구간, 간선도로 주요구간의 교통량 감소 추세를 보임

1 교통량 추이

서울시 교통량 추이

1,255

1,586

2,408

1,207
1,252

1,786

2,406

1,184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도심 시계 간선 교량

2014년

2015년
(단위: 천대/일)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도심 및 간선 교통량 추이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서울역 84,355 80,890 77,424 74,639 -4.00%

2.퇴계로입구 67,716 66,169 63,740 59,469 -4.24%

3.장충체육관 83,605 81,983 72,959 71,873 -4.92%

4.을지로3가 37,465 39,154 36,951 36,604 -0.77%

5.종로3가 77,399 74,284 74,125 70,234 -3.19%

6.사직터널 85,129 83,992 83,178 82,987 -0.85%

7.낙성대역 123,579 123,208 121,155 121,338 -0.61%

8.연희I.C 97,922 92,876 87,201 88,861 -3.18%

9.종합운동장 72,611 69,610 68,187 67,763 -2.28%

10.금호터널 86,965 80,701 81,096 75,634 -4.55%

11.청담교 162,318 161,169 156,540 157,877 -0.92%

12.증산로 76,985 72,919 72,052 74,217 -1.21%

13.구로종근당 - 59,245 59,285 59,051 -0.16%

14.중랑교 160,420 158,459 156,917 159,656 -0.16%

구분 지점 2014년 2015년 증감률

도심 24개 1,255 1,252 -0.2%

시계 22개 1,586 1,786 12.6%

간선 32개 2,408 2,406 -0.1%

교량 12개 1,207 1,184 -1.9%

http://stat.seoul.go.kr/)


▶ 통행실태 현황 13Ⅱ. 현황 및 관련계획

 스마트카드 분석결과 2호선의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1권역(동북)과 강남서초, 관악금천, 은평마포 연결노선의 수송인원 비율이 높음

지하철 승객 현황(스마트카드 분석결과)

2 지하철 및 버스 승객 현황

출처 :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결과

순위 노선 수송인원

1 2호선 771,242

2 7호선 378,302

3 5호선 312,163

4 4호선 308,201

5 3호선 293,775

6 6호선 197,176

7 1호선 170,807

8 9호선 140,314

9 8호선 88,927

수송수요 상위 40% 간선버스 권역별 승객 분포(31개노선)

도봉, 강북,
성북, 노원

서초, 강남

은평, 마포, 
서대문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작, 관악, 
금천

도봉, 강북,
성북, 노원

145,991
(16.7%)

100,338
(11.5%)

104,552
(11.9%)

출처 :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결과



▶ 통행실태 현황 14Ⅱ. 현황 및 관련계획

3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버스권역내 통행은 버스 비중이 높으며 버스권역간 통행은 지하철 통행 비율이 높음

 수도권 통행은 승용차 비율이 가장 높으며 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 비율이 비슷함

거리별 수단분담율 현황

버스 권역내 통행 버스 권역간 통행 서울↔경기도간 통행

출처 : 2016년 수도권 교통분석 OD 및 네트워크 자료분석, 주수단 OD분석(기준년도 2015)(KTDB, 2016)

서울시 버스 권역



▶ 통행실태 현황 15Ⅱ. 현황 및 관련계획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서울의 대중교통 공급도를 평가 하였음

 현재와 장래의 대중교통 공급도는 서울 외곽지역 공급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은평과 노원구의 공급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토계수를 이용한 종합분석

4 대중교통 공급도



▶ 통행실태 현황 16Ⅱ. 현황 및 관련계획

 버스와지하철, 버스+지하철모두시청을중심으로서북권역의대중교통통행이오래걸리는것으로분석됨

 마포, 서대문, 은평구, 서초, 성북이 대중교통 통행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됨

시청을 중심으로 한 (버스+지하철)-승용차 통행시간 비교

5 대중교통 통행시간

웹크롤링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통행시간 비교

출처 : 2016.07.14 오후 첨두 18시의 ‘실시간 길 찾기’ 검색 결과(naver.com) (정류장 접근시간 및 환승시간 포함)



▶ 통행실태 현황 17Ⅱ. 현황 및 관련계획

6 대중교통 환승현황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결과 단일통행 77.2%, 환승통행 22.8%로 분석됨(지하철-지하철 환승제외)

 평균 환승횟수는 1.15회로 분석되었으며, 환승이용객 중 1회 환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구분 합계 단일통행
환승 평균환승

횟수구분 소계 1회 2회 3회 4회

통행량 8,811,856 6,802,485

버스↔버스 629,216 547,680 69,832 9,182 2,522 

1.15
버스↔지하철 1,380,156 1,201,309 153,173 20,140 5,534 

계 2,009,372 1,748,989 223,005 29,322 8,056

비율(%) 100.0 77.2 22.8 19.8 2.5 0.3 0.1 

출처 : 서울시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결과(2015.10.12~2015.10.18)



▶ 관련계획 검토 18Ⅱ. 현황 및 관련계획

 본 연구의 연구방향 설정 및 현황진단을 위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람중심의 교통, 친환경 녹색교통, 운영효율화, 교통수요관리 등이 추진 필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주요내용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주요내용

사람이우선하는교통정책

사람중심의인프라공급과수요관리

공유

사람

환경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3.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4.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

5. 현황진단을 통한 문제제기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0

 대중교통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혼잡도‘ 임.

 지하철 2호선, 9호선의 혼잡도가 가장 높음.

1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 심화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 개선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혼잡도

혼잡도 150

혼잡도 175

혼잡도 175

혼잡도 200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출처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 단위 :% / 2014년기준)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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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E/L, E/S, E/V) 설치가능 역사 설치완료

 교통약자 동선길이 증가, 불연속적인 이동편의 시설 등 개선 필요

2 교통약자시설 개선 필요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이동 : 엘리베이터 2기,  에스컬레이터 0기

• 대합실에서 지상으로 이동 : 엘리베이터 2기, 에스컬레이터 1기

• 불 연속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1번 출구에서 대합실이동 동선)

출처: 서울시노면전차도입타당성조사(2011), 서울특별시서울메트로교통센터, 역안내도(5호선답십리역)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 서울시 지하철 총 307개 정류장에 대하여 평균 10.68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완료 (2016.03말 기준)

- 설치가능 역사에 대하여 100% 이상 설치하였음.

합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역수 대 역수 대 역수 대

개수 307 3,279 300 912 269 2,164

역당설치율 10.68 3.04 8.04

• 사거리를 기준으로 승강장부터 지면상부까지 1~2개의

교통약자 이동동선이 구축되어 있음. 

- 일부 지하철 역사는 동선구조가 복잡하고 일원화된 동선을

제공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의 이동동선이 길어짐.

•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로 구성된 동선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 

B2

B1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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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이용정보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음.

 중앙버스 정류장 BIT 설치 목표 달성, 가로변 정류장 BIT 설치 확대 필요

3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

대중교통 이용정보
출처 :  녹색교통, 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_2016.02

버스 서비스개선 시민아이디어 공모전(2016.02)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버스정류장 목적지
목적지 파악
소요시간

숙대입구역 을지로 롯데백화점 2분 14초

연대앞 서울역 2분 2초

연대앞 종로2가 2분 43초

홍대입구역 오목교 2분 10초

강남역 압구정파출소 3분 13초

평균소요시간 2분 30초

 버스 정류장 목적지 파악하는데 평균 2~3분 소요 전체의 26%가 버스이용정보 관련 공모

계 가로변 중앙버스 전용차로 환승정류소 지하철

2,891
(설치율 47.64%)

총 2,499 대 / 5,712 정류소
(설치율 43.75%)

334 / 339
(설치율 98.52%)

50 / 17
(설치율 294.12%)

8교통정보센터 : 476

KT(버스조합) : 2,023

 가로변 정류장에 대한 BIT 정보제공 확대 필요 : 중앙버스 정류장 설치 목표 달성, 가로변 확대 설치 필요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23

 대중교통‘안전성’관련만족도가낮음.  ‘안전운행’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음

 교통불편민원은감소추세지만,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 민원은여전히많음.

1 대중교통 안전의식 강화 필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및 교통불편 민원신고 분석

출 처 : 시내버스 2015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서울특별시, 2015) 출 처 : 서울통계(교통불편 민원신고 유형별 현황(2016.03)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유형 2012 2013 2014 2015

승차거부 82 74 55 39

불친절 3,619 3,039 2,801 2,397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7,133 7,210 6,715 6,028

난폭운전 1,646 1,572 1,339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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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2016.05), 김포공항역 안전문 사고(2016.10), 스크린도어

오작동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노후화·안전사고

제로화

사고관련 보도자료

발생현황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YTN 대중교통 뉴스 속보 발췌결과 정리.

 고장과 운행지연 발생 (2015년 1~4호선 : 2,716건, 5~8호선 : 272건 발생)

 전동차 탈선, 전동차 멈춤, 추돌사고 등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

노후화에 따른 지하철 안전사고

2013년(1건) 2014(1건) 2015(2건) 2016(3건)

2호선
성수역

1호선
독산역

4호선
총신대입구역

2호선
강남역

1호선
서울역

2호선
구의역

5호선
김포공항역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2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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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1~4호선은 개통 30년 이상 된 노후노선으로

노후화 대책 필요한 노선임

노후지하철

안전대책 필요

구 분 계 1호선 2 호 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구 간 9개
서울역～
청량리

성수~
성수
(순환)

신설동
～성수
(지선)

신도림～
까치산
(지선)

지축
~오금

당고개～
남태령

방화～
상일동
/마천

응암～
봉화산

장암~
온수~

부평구청

암사
~모란

개화~
종합운동장

영업거리(km) 331.6 7.8 48.8 5.4 6.0 38.2 31.7 52.3 35.1 57.1 17.7 31.5

역 수 307 10.0 43.0 4.0 3.0 34.0 26.0 51.0 38.0 51.0 17.0 30.0

소요시간(분) 16~105 16.0 87.0 9.0 11.0 67.5 53.0 83.5/87.5 69.3 104.5 31.5 65.2/39.5

운행시격(분)
RH 3.0 2.5 7.0 10.0 3.0 2.5 2.5 3.5~4 2.5~3 4.5

3.3~4.
5 (급)

6.7~10
NH 5.0 5.5 10.0 10.0 6.5 5.5 6.0 7.0 6.0/12 8.0 5.0

평일운행회수 4,417 517.0 542.0 226.0 220.0 398.0 482.0 465.0 356.0 421/220 306.0 484.0

전동차수 3,715 160.0 790.0 20.0 24.0 490.0 470.0 608.0 320.0 569.0 120.0 144.0

RH혼잡도(%) 154 144 202 65 156 147 169 154 129 172 139 234

개통년도 1974 1980 1985 1985 1995 2000 1996 1996 2009

주) 9호선의 혼잡도는 최대 혼잡시간대 급행열차에 대한 목측 결과로 전체 노선의 평균 혼잡도 산출시 제외하였음
※ 혼잡도 : 정밀한 측정을 위해 1시간 단위->30분 단위 측정시간 조정, 조사방식 변경(구간별->열차별)
※ 상기 9호선 혼잡도는 목측 기준으로 급행열차(염창~당산 구간 / 07:40~08:10) 최고 혼잡도임 (일반열차 최고혼잡도 : 210%(당산)) 
※ RH : 출근시간대, NH : RH 이외의 시간대
※ 운행시격은 운행시간대 및 급행열차 대피 등 운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3 서울지하철 노후화 개선 필요

▶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26

 2015년 대중교통 이용객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증대방안 모색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으로 이용객 수요를 증대하고, 경쟁력을 강화

1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계획 필요

과학적 노선평가

수요 회복필요

(만 명/일, %)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증감

수 도 권

계 1,915 1,898 1,866 △1.7%

버스 1,172 1,140 1,106 △3.0%

지하철 743 758 760 0.2%

서 울 시

계 1,084 1,075 1,056 △1.8%

버스 576 560 543 △3.0%

지하철 508 514 512 △0.4%

출처 : 서울시 내부통계자료

버스의이용량은지속적인감소현상을보임 지하철은9월이후수요증가추세를보임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27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민원분석

 분석결과 노선, 배차간격, 정시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2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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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간선버스의 운행거리 분포가 불명확하며, 장거리 지선버스 다수 존재

 장거리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 근로여건 악화, 노선운행 비효율성 발생

3 버스 장대노선 개선 필요

대중교통

노선조정

구분 광역 간선 지선 순환 심야 전체

노선수(개)
2011 13 119 229 6 - 367

2016 11 (-2) 122 (+3) 209 (-20) 3 8 353

운행대수(대)
2011 260 3,520 3,327 31 - 7,138

2016 227 (-33) 3,470 (-50) 3,192 (-135) 13 47 6,949

왕복운행
거리

평균(km)
2011 76.0 51.0 26.5 13.9 - 36.0

2016 74.3 (-1.7) 51.9 (+0.9) 28.7 (+2.2) 13.7 72.3 48.18

최장(km) 94.93(9711A) 100(706번) 67(7728번) 16(2번) 88.6(N61번) 100(706번)

최단(km) 56(9404) 28(109번) 6.11(6651번) 11(5번) 47.5(N30번) 6.11(6651번)

운행거리분포 노선수 비율 노선수 비율 노선수 비율 노선수 비율 노선수 비율 노선수 비율

10km미만 13 6% 13 4%

10~20km 53 25% 3 100% 56 16%

20~30km 3 2% 61 29% 64 18%

30~40km 20 16% 45 22% 65 18%

40~50km 42 34% 17 8% 1 13% 60 17%

50~60km 1 10% 32 26% 15 7% 48 14%

60~70km 2 20% 18 15% 5 2% 1 13% 26 7%

70~80km 5 50% 4 3% 5 63% 14 4%

80~90km 1 10% 2 2% 1 13% 4 1%

90~100km 1 10% 1 1% 2 1%

계 10 100% 122 100% 209 100% 3 100% 8 100% 352 100%

지선‧간선 버스
구분 기준 40km

출처 : 서울시 통계자료(2016.03기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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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 29

 서울시에서는 2004년 버스개편 이후 준공영제 실시

 보조금 증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합리적인 노선개편 및 요금제 필요

1 준공영제 개선 필요

준공영제 재점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지원금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서울시 재정지원금 지급금액(억 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 버스준공영제의 쟁점사항

-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 : 서울시 보조금 증대로 인한 재정부담

- 버스 노선 개편 효과 : 합리적인 노선개편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 업체가 소유함

- 노선 수익금은 수익금공동 관리기구로 귀속하고 이를 각 노선별 총통행비율(대, km)을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영업체에 배분하는 수익금공동관리제 실시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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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버스 전용차로 용량 이상의 버스 운행으로 인한 정체구간발생

 중앙버스 전용차로 통행속도가 감소되고 있어 승용차에 대한 경쟁력 약화

2 중앙버스 전용차로 경쟁력 강화필요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첨두시 최소 설치기준 버스차량대수 버스승객수

미 국

가로변 30~40대/시 1,200~1,600인/시

역 류 40~60대/시 1,600~2,400인/시

중 앙 60~90대/시 2,400~3,600인/시

영 국 - 50대/시 2,000인/시

구분
(8시~9시)

강남대로
(강남역(중))

도봉로
(미아사거리역)

성산로
(연세대 앞)

왕산로
(미주상가)

간선(대/시) 111 141 79 91

지선(대/시) 0 16 6 32

광역(대/시) 19 0 0 0

경기(대/시) 32 0 67 23

공항(대/시) 9 0 0 0

총계(대/시) 171 157 152 146

해외 버스전용차로 용량 기준

중앙버스 전용 차로 운행현황 도심 통행속도 비교(중앙차로 버스와 승용차)

(km/h)

(7.9km/h)

(1.6km/h)

**지하철 표정속도 평균 34km/h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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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환승 통행량을 분석 하였음

 지하철 2, 4호선의 환승통행이 활발함

3 대중교통 환승편의 제공필요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방안 수립

서울시 주요 환승지점 검토

출처 :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결과(2015.10)

지하철↔버스간 환승

지하철↔광역버스간 환승

버스↔버스간 환승

잠실

양재

강남

사당

길음

강변

수유

대림

시청

신도림

연신내

강동

녹번

마포

홍대

까치산

순위 환승 지역 환승역 환승 통행량

1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56,643 

2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51,188 

3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51,177 

4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39,059 

5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 41,833 

6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39,874 

7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39,607 

8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28,364 

9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25,819 

10 도봉구 쌍문동 쌍문역 23,373 

11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 20,531 

12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20,925 

13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18,161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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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역,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등은 환승 통행량이 집중되어 있음

 환승거리가 매우 길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 확대방안이 필요함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방안 수립

환승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류장 / 역

지하철-지하철

잠실역 2호선 – 8호선(320m)

신도림역 1호선-2호선- 환승안내시설 미흡, 계단 협소

홍대입구 2호선 – 경의선(414m), 공항철도(355m), 환승안내시설 미흡

서울역 1호선-공항철도(365m), 종로3가 1호선-5호선(312m)

노원 4호선-7호선(278m), 대림 2호선-7호선(276m)

동대문 4호선–1호선(255m), 동작 4호선-9호선(245m)

신당 2호선-6호선(242m),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호선-5호선(234m)

강남역 2호선-신분당선(214m)

환승 전용 통로 설치

이동보조 장비(보행보조) 설치

버스 정류장 이전

환승안내시설 보완설치

지하철-버스
1. 지하철-버스 정류장 간격 150m 넘는 정류장

2. 광역버스정류장-배차간격이 긴 버스 정류장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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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

환승 이동편의 강화 필요



▶ 현황진단을 통한 문제제기 33

1 보편적 서비스 수준 확대 필요

 보편적 복지 :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 수준을 높여 모든 서울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킴

 대중교통도 승용차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

 승용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생활 보장

대중교통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수준 확대 필요성

혼잡한 대중교통

쾌적한 대중교통 다양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개선으로 보편적 서비스수준 향상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복잡한 교통정보 불안한 대중교통 불편한 대중교통

알기쉬운 교통정보

대중교통 안전

사고 제로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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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 강화

 Retrofit :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기능을 부가하여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

 ITS교통정보 시스템의 활용, 공유교통수단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 개선, 수요대응형 버스 활용과

같은 시스템도입을 통하여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 전체의 운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 강화의 필요성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 대중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자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

ITS 교통정보 시스템 활용 공유교통수단 수요대응형 버스

새로운
대중교통
기능 부여

Ⅱ-2. 대중교통 현황진단▶ 현황진단을 통한 문제제기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방안 수립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준공영제 재점검

대중교통

노선조정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1. 인구 전망

2. 통행량 전망

3. 미래기술 및 사회변화 전망

4. 미래 대중교통 메가트렌드 분석



▶ 인구 전망 36Ⅲ. 미래변화 예측

 장래에 수도권 전체인구는 증가하나 서울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요인은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수도권 집중의 억제(제3‧4차 국토종합개발 발전계획) 등임

수도권 인구전망 예측치

1 수도권 및 서울 인구 전망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국가통계 (http://kosis.kr)

http://stat.seoul.go.kr/)


▶ 인구 전망 37Ⅲ. 미래변화 예측

 서울의 가구구조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2016년 고령화 사회(12.56%), 2026년 초고령화 사회(20.00%) 진입

구별 1인 가구 전망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국가통계 (http://kosis.kr)

2 인구구조 변화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변화 전망

대부분 지역의 소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50%이상임 고령자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비용 비용의 증가 전망

http://stat.seoul.go.kr/)


▶ 통행량 전망 38Ⅲ. 미래변화 예측

 상위계획에서 수도권의 철도 중심 교통망 계획을 수립 · 추진중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으로 장래 광역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수도권 광역 통행량 증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서울의 철도망 확장계획

출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업무계획(2016)

유형 사업명 준공(예정)연도

KTX 수서발 KTX 2016.12

GTX GTX A 노선 2025

광역철도

경강선 2016.09

4호선 진접연장 2019

5호선 하남연장 1단계 : 2018,  2단계 : 2020

8호선 별내연장 2022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개통 2018

인천 2호선 개통 2016.07

7호선 부평 연장 2020

김포도시철도 2018

경전철

우이신설 2017

신림선 2021

동북선 2020

위례신사선 2024

출처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5919/DTL.jsp )

4호선연장

8호선연장

5호선연장

경강선개통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5919/DTL.jsp


▶ 통행량 전망 39Ⅲ. 미래변화 예측

 서울의 총 통행량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 버스와 지하철 분담률을 유지·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중교통 공급 확대가 필요함.

2 서울시 통행량 증가

대중교통 통행량 예측

(통행/일) 2015 2020 2025 2030

서울 총 통행량 16,693,362 16,920,051 16,992,076 16,735,429 

65%
유지

대중교통 통행량 10,850,685 10,998,033 147,348 11,044,849 46,816 10,878,029 -166,820

지하철 통행량 5,250,331 5,321,629 71,298 5,344,282 22,653 5,263,562 -80,720

버스 통행량 5,600,354 5,676,404 76,051 5,700,567 24,163 5,614,467 -86,101

70%
달성

대중교통 통행량 10,850,685 11,251,834 350,389 11,588,596 336,762 11,714,801 126,205

지하철 통행량 5,250,331 5,444,436 169,543 5,607,385 162,949 5,668,452 61,067

버스 통행량 5,600,354 5,807,398 180,846 5,981,211 173,813 6,046,349 65,138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국가통계 (http://kosis.kr)

12만
26만 40만

13만
28만 43만

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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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량과 ITS의 발전, 공유경제의 등장, 환경 및 기후변화 등 기술적, 사회적 변화 대응

 승용차 수요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 필요

자율주행차량과 ITS 기술의 발전 공유경제의 등장 환경 및 기후변화

▶ 미래기술 및 사회변화 전망 Ⅲ. 미래변화 예측

출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 스마트 녹색교통 실현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ITS) 발전전략
2016년9월 대기질분석결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 이해하기” 국립기상연구소 자료인용

대여자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자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누적평균 농도(2016.09)

3 미래 기술 및 환경 변화



▶ 미래 대중교통 메가트랜드 분석 41Ⅲ. 미래변화 예측

 인구,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을 통한 미래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 예측

 고령자 및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보장,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가 요구됨

출처 : 서울시 버스 진단 및 비전수립(2014.08)의 미래 대중교통 메가트렌드 활용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6)의 미래 대중교통 메가트렌드 활용

4 미래의 대중교통



1. 대중교통계획 수립연혁

2. 대중교통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3. 서울시의 교통정책

4.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방향

5. 기본방향 설정

6. 3차 대중교통계획의 비전 및 목표

7. 핵심추진사업



▶ 대중교통계획 수립연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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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1.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2.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구현

3.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경영 합리화

4. 안심하고 이용하는 선진 대중교통 환경 마련

5.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교통수요관리

경쟁력 있는, 승객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1.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2. 승객친화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

3.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1. 승용차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실현

(인프라 확대, 교통약자 지원, 안전한 대중교통)

2.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운영효율화, 재정건전성 확보, 교통수요관리)

2004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 중앙차로 설치
- 버스 노선체계 개선

1차 대중교통계획
- 대중교통 체계 구축

2차 대중교통계획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2
0
1
7

2
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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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교통정책 44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

 사람중심, 공유교통,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정책 시행

사람중심

대중교통

서울시의 다양한 교통정책

도로다이어트 등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심야 콜버스, 따릉이 등 시민중심 교통정책

옐로카펫, 주행유도선 등 교통안전 정책

셔틀급행열차, 장대노선 단축, 테마역사 조성 등
시민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

Ⅳ.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방향 45

 대중교통 안전관리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대중교통 시설확대

 대중교통 운영효율화,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수요관리

서울시 대중교통관련 주요 실행계획 구분

Ⅳ.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제3기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시행
- 수도권 광역철도 대응체계 확립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 지하철 9호선 증차 추진

- 대중교통 광역 환승센터 건립추진
- 광역환승차고지 확충 및 환경개선

- 공영차고지 이전 및 확대
- 종로, 남대문, 헌릉로 중앙차로 설치

- 지하철 노후 시설 개선사업
-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 승강장 안전문, 안전 발판 개선 사업
- 지하철 통합 관제센터 구축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 보행환경을 위한 볼라드 정비

- 노면표지 시인성 향상

- 운전자 교육 및 운수업체 관리 강화

-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 지하철역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개선
- 지하철 교통약자 E/L, E/S 확충사업
-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올빼미 버스 운영확대

- 시내버스 구조개선, 와이파이 설치

-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 알뜰 BIT 설치
- 중앙전용차로 삼색신호등 설치

-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 서울시내버스 노선 조정

- 환승 통행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개선
- 대중교통 수요관리를 통한 운영관리

- 지하철 부대수입 창출방안 마련

- 표준운송원가 산정

- 시내버스 회사 평가체계 개선

- 비용절감 및 부가수익사업

- 고령자 무임승차 연령기준 조정

- 서울시 시내버스 감차방안 검토

- 시민생활문화변화를통한교통혼잡해소

+ 불필요한승용차줄이기, 유연근무제확대

- 경제적부담을통한교통수요관리참여유도

+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 

- 혼잡지역특별관리대책수립및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기구

+ 교통혼잡지역교통개선대책수립

- 지속가능한대중교통기반마련을위한

계획수립



▶ 기본방향 설정 46

1 2차 대중교통계획 성과 분석 및3차 계획 추진방향 설정

계획 지표 단위 기준(2011) 단기목표(2016) 2016실적 목표달성 추진 방향

대중교통 수단분담률(버스, 지하철) % 63 64.3 66('14) 103%달성

대중교통 이용 승객수(버스, 지하철) 천명 10,783 11,210 10,850 96% 달성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 이용만족도(버스, 지하철) 점 77 86 80.09(버스) 93.1% 달성

시내버스 배차 정시성 % 95 96 91.6('14) 3.4% 감소

버스 서비스 수준 강화 필요
중앙버스 전용차로 인프라 확대

저상버스 도입 대 1,757 4,053대 이상 2,874 71% 달성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 km 114 139 119 20km 미달

시내버스 사고 건수 건 1,080 758 779 21건 초과

도시철도 연장 km 317 341.94 332 10km 미달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 추진

지하철 E/L, E/S 설치

대(E/L) 826 882 912 103.4% 달성

대(E/S) 1,809 1,901이상 2,164 113.8% 달성

도시철도 운행장애. 안전사고 건 12 6 7('14) 142% 달성 안전사고 Zero화

도시철도역-버스정류소 환승거리 m 150 100 - 대중교통 환승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도입 대 330 600 424 70% 달성

교통약자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 콜택시 30분 이내 탑승률 % 60 90 64.60% 4.6% 증가

표준운송원가 보전률(총수입/총비용) % 78 80 76.9 96.1% 달성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참여기업 개 2,413 2,900 3,276 113%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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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설정 47

 <2차 대중교통계획> 세부추진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도시교통본부 담당자 설문)

 고령화 사회,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노후화 시설, 안전 측면에 있어 지속적인 추진 필요

2 2차 대중교통계획의 지속추진 과제

세부추진시책 설문조사 결과(도시교통본부 담당자)

공급(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구축)

-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관리의 지속 추진 필요
-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지속적인 노선 관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공급 확대

서비스(시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구현)

- 대중교통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이용편의 시설 개선
- 역사(정류장), 차내 쾌적한 환경 조성
-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 제공

경제성(건강한 대중교통으로의 경영혁신)

- 시내버스 대형화 및 관리기구 설립
-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중앙정부 지원 협조체계 구축
- 경영수지 개선 노력
- 운임 현실화 및 공익서비스 비용 등 재정 지원 확보

안전(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제로화
- 내진 성능 보강
- 재난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정상화
-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 홍보

수요관리(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

-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중점 교통수요 관리
-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전개
- 교통수요관리 법 제도 개선
- 교통수요 관리 정책 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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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설정 48

 현황 진단 및 미래변화 예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함

 검토결과 보편적 서비스 수준 확대 및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현 황 추 진 전 략 미 래

보편적 서비스수준 확대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

Ⅳ.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3 현황진단 및 미래변화 예측을 통한 시사점 도출



▶ 3차 대중교통계획의 비전 및 목표 49

교통 VISION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수준 확대

승용차만큼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

경제적이고효율적인대중교통

Ⅳ.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운 영 효 율 화인 프 라 확 대

- 올빼미 버스운영확대

- 알뜰BIT 설치

- 삼색신호등 설치

- 수요대응형 버스운영

- 노선평가시스템 도입

- 환승이동편의 증진

- 도시철도 구축계획

- 수도권광역철도 준비

- 광역환승센터 건립

- 공영차고지 확충

-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 철도차량 조기증차

안전사고 제로화 재정건전성 강화

- 지하철 노후시설개선

- 노후전동차 교체

- 승강장 안전문 개서

-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 보행환경개선

- 운전자교육 강화

- 대중교통 요금개선

- 수도권 통합요금제

- 적정수준의 버스운영

- 고령자 무임승차 개선

- 무임손실액 정부지원

- 부대사업 창출

- 표준운송원가 산출

교 통 수 요 관 리교통약자 지원서비스

- 나눔카 2기 사업

- 유연근무제 확대

- 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

-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 임산부 배려 디자인

- 지하철 점자블록 개선

- 지하철 E/S, E/L확대

- 저상버스 도입확대

- 장애인 전용버스 운영

시민중심의편리한대중교통 지속가능하고안전한대중교통

사람이중심인교통 함께이용하는교통 환경을배려하는교통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대중교통운영효율화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50Ⅳ.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비전 추진방향 단기 추진사업 장기 추진사업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 확장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도시철도 도입확대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노선조정안

광역환승센터 설치

공영차고지 확충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고급 BRT 도입 검토

도시철도 차량 증차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임산부 배려 디자인 설계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

지하철 E/S, E/L 설치 확대

교통약자 대중교통 동선안내

대중교통 안전사고 제로화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전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수요대응형 버스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도입

버스 노선 조정

교통정보 제공 확대(알뜰 BIT, 환승정보)

환승편의 증진방안

재정건전성 강화

대중교통 이용요금 개선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

적정수준의 버스 운영대수 산출

고령자 무임승차 정부지원

교통수요관리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

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Area

▶ 핵심 추진사업



51Ⅳ.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성과지표 설정

대표 성과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대중교통의 미래상

도시철도 네트워크 연장
(시내 국철구간 포함)

Km
331.6

(453.3)
346.2

(468.0)
400.0

(521.8)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환경구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 Km 119.3 147.0 214.0

버스 배차 정시성 % 91.4 93.6 93.6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대중교통 수단분담율 % 65.8 68.0 70.0

광역 환승센터 설치 소 6 9 9

저상버스 도입 대
2,874

(40.0%)
5,260

(76.0%)
6,909

(100.0%)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한 환경

이동편의 시설 설치

E/L 대 913 1,360 1,800

E/S 대 2,200 3,240 4,000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건 10 7 5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시내버스 사고건수 건 779 614 439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점 80.8 83.0 85.0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

장대노선 조정 개 - 27 -

서울시 시내버스 감차(인가대수) 대 7,439 7,213 7,000

BIT 설치 개 3,545 4,045 4,545

수요관리 참여기업 개 3,276 3,820 4,320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환경

나눔카 대여소 개소 1,438 3,100 3,600

※ 목표설정의 근거 - 상위계획 및 기존계획의 연속성 반영,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업무추진계획의 추진 목표 등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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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연장 확대, 버스 중앙 차로 연장 확대, 따릉이 설치 확대 등

• 버스 정시성 향상, 광역 환승센터 설치 등

•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확대, 교통약자 이동동선 정보 안내 등

• 서울시 지하철 안전보강 대책, 지하철 노후시설 및 전동차 교체

• 버스 지하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향상, 대중교통 민원감소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

•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심야버스, 콜버스, 수요대응형 버스)

• 걷는 도시 서울,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확대,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설치 확대 등

• 교통수요관리, 나눔카 사업확대



1.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2.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3. 안전한 대중교통

4.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5. 재정건전성 강화

6.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54

추진 시책현황 및 개선방향 전 략 방 향

Ⅴ. 세부 추진 계획

▶차내 혼잡도

• 지하철 혼잡도 234%

• 만원버스

▶도시철도 구축계획

• 경전철 및 9호선 3단계 계획

•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계획

▶중앙버스 전용차로 경쟁력

• 중앙차로 버스통행 속도 저하

• 용량 부족 및 단절구간의 연결성

▶광역통행량의 증가

• 수도권 인구 이주

• 광역버스 도심 진입문제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연계시스템 완성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
”

1

2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연계＂

• 단기 : 서울 경전철, 9호선 3단계 개통준비

• 장기 : 광역철도 연장, 수도권 광역철도

“버스 중앙차로 설치 확대”

• 도심 녹색진흥지역내 단절구간 연결

• 한강교량 단절구간 및 남부순환로축

“광역교통량 분산처리”

“공영차고지 확충”

• 적정 공영차고지 입지 검토 및 설치확대

“BRT서비스 고도화 추진”

• 장기적인 대중교통 발전 방향

•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 광역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 광역버스 도심 진입억제

실무추진계획 검토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 지하철 9호선 증차 추진

• 종로, 남대문, 헌릉로 중앙차로 설치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류소 시설

• 공영차고지 이전

1

2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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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망 구축계획 변경(2015.06)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균형발전, 광역/간선 교통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

1 도시철도 도입 확대

노선 추진현황

우이신설 2017 개통예정

9호선 3단계 2018 개통예정

신림선 공 사 중

동북선 실시협약(협상중)

서부선 민자 적격성 조사중

위례신사선 민자 적격성 조사중

위례선 민자 적격성 조사중

9호선4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중

4호선 연장 공 사 중

5호선 연장 공 사 중

8호선 연장 2017상반기 착공예정

※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제안자 없음.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현황 및 방향

출처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015.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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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도입 확대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

 광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 도시철도망을 보조하는 버스 노선망 구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 필요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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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조기증차

 현황 : 현재4량열차44편성으로운행중인9호선은혼잡도가234%로이용이불편함. 

 목적 : 2018년3단계개통을앞두고있어, 9호선에대한추가차량에대한조기증차가불가피함. 

- 2017.12 : 4량열차28편성, 6량열차17편성운행

- 2018.12 : 6량49 편성으로모든열차를6량열차로운행계획.

구분 총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입 규모 2,437억원 581억원 379억원 1,477억원

70량 구매

소계 1,237억원 581억원 211억원 445억원

국비 241억원 30억원 211억원 -

시비 996억원 551억원 - 445억원

80량 구매

소계 1,200억원 - 168억원 1,032억원

국비 192억원 - 72억원 120억원

시비 1,008억원 - 96억원 912억원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1 도시철도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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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교통량 분산처리

광역버스 도심 진입억제 방안

 현황 : 경기인천지역광역버스의서울도심진입은도심교통혼잡의주요원인임

 목적 : 도심, 강남, 신도림, 사당등지역에대한광역교통량처리방안필요.

 추진방향 : 도시철도2호선기준회차방안, 노선분산방안, 광역환승센터설치방안. (서울연구원, 2010)

출처 : 서울시 대중교통 체질개선 및 도로공간 Reformation(2010, 서울연구원)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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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교통량 분산처리

 서울 시계 유출입 지역에 승용차 교통량 조절 목적 설치

- 완공 : 신방화역 환승주차장(2017.03), 잠실역 버스환승센터(2016.12), 구파발역환승센터(증축)

- 신규 : 광나루역환승주차장, 사당역복합환승센터, 복정역복합환승센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2022년 완공예정) 복정역 복합환승센터(2022년 완공예정)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광역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추진방안

- 대중교통 통합 O/D 분석을 통한 환승유형별 주요지점 발굴

-권역별대중교통환승서비스불균형해소를위한환승시설추가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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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전용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2015.12)

 현황및방향 : 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10주년을맞이하여, 정확한운영현황진단및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및운영을위한비전및운영방안제시

-도입계획 : 2027년까지총94.7km 추가설치

2016년 새문안로(1.2km)

2017년 도심네트워크구축(17.2km)

2018년~2020년 단절구간연계

2021년~2023년 환상형네트워크구축

2024년~2027년 지역간연계강화

 노선적정성검토 : 간선버스수요집중구간 (서울도심및남부순환로축)에대한버스중앙차로도입검토

 도심녹색교통진흥지역추진,  서울로7017 보행특구

-보행과대중교통의연계기능강화를통한보행도시활성화

 남부순환로축연결을통한강남동서축연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개통으로교통량분산기대

-환상형네트워크구축의시작점

-2, 7, 9호선의차내혼잡도완화기대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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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영차고지 확충

공영차고지 확충 및 환경개선

 현황 : 대중교통의안정적운행기반조성을위한공영차고지확충필요

 11개의공영차고지(378,335㎡, 3,187대규모)가운영중임.

-신림동차고지 (2019.12) 조성추진중

 문제점 : 시외곽에위치한차고지는시내버스노선장대화, 공차운행의원인으로운영손실의원인임.

서울 적정차고지 검토

 버스1대장최소적정박차면적36㎡를기준으로각권역별차고지공급비율검토

- 4권역(강남서초), 6권역(강서영등포), 7권역(은평마포)의차고지공급필요.

구분
버스 운행대수

차고지 면적 정차면/버스
추가 필요

차고지 면적간선버스 지선버스 버스 계

1권역 1,078 502 1,580 74,173 46.94 -

2권역 377 351 728 112,117 154.01 -

3권역 386 408 794 153,328 193.11 -

4권역 487 184 671 5,148 7.67 +19,000

5권역 277 657 934 66,990 71.72 -

6권역 433 613 1,046 14,683 14.04 +23,000

7권역 432 477 909 11,274 12.40 +21,500

계 3,470 3192 6,662 437,713 65.70 +63,500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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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운송업체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

- 주택가, 학교등 주민생활에 불편한 지역 제외

- 공차거리가 짧은 장소

- 회사, 노선 등 통합 운영 검토

- 버스 관리동

- 정비 및 세차 시설

- 가스 충전시설

- 자가용 주차시설

- 부품보관 등 창고

- 버스 정차면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서울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 추진방향

- 차고지 입지는 적정 버스운영 대수, 토지 비용, 공차거리 등 다양한 토지이용 변수에 대한 반영필요

-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과 주거환경 악화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입지 선정 필요

서울 공영차고지 입지 현황

 목적 : 노선 최적화 및 운행효율화 달성을 위한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차고지 최적 입지 검토 필요

 추진방향 :  서울버스 차고지 입지선정 연구 용역을 통한 최적 입지면적 및 위치선정 필요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4 공영차고지 확충

Ⅴ. 세부 추진 계획



63

5 BRT서비스 고도화 추진(장기)

장기 도입방안 계획수립

 단절구간연결,  BRT 우선신호, 전용차량, 운영관리시스템도입등서비스고도화전략추진필요

-지하철, 경전철, 버스BRT간상호연계시스템강화

-도심단절구간연결을통한속도향상

 도심단절구간연결, BRT 환상축연결

- BRT 서비스권역확대

-방사형+환상형네트워크완성을통한운영효율화

 중앙버스전용차로의환승연계강화

-영동대로통합개발,  광역환승시설계획을고려한

통합계획마련

-장래경전철계획, GTX계획과연계한환승강화

-입체적복합환승시설도입검토

•저비용고효율 : 적은비용으로경전철이상의수송능력기대

•대기오염및미세먼지 : 도시내오염물질발생량감소기대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새로운대중교통산업 : 버스차량, 운영기반시설등기술발전

• BRT 사업의국고지원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10조와12조의거사업비의40%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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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도시철도 네트워크 연장
(시내 국철구간 포함)

Km
331.6
(453.3)

346.2
(468.0)

400.0
(521.8)

도시철도 10분 이내 접근가능
철도중심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 환승센터 설치 소 6 9 9 광역교통량 처리

공영차고지 총 면적 ㎡ 437,713 501,213 551,000 적정차고지 확보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 Km 119.3 147.0 214.0
버스 경쟁력 강화

버스 배차 정시성 % 91.4 93.6 93.6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 65.8 68.0 70.0 대중교통 중심 도시, 서울

달성지표 및 실행계획
※ 목표설정의 근거※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015. 서울특별시)
• 버스전용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2015,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실무부서의 업무추진계획 발췌
• 제 2차 대중교통계획 中 지속추진 계획의 장기 달성목표를 근거로 함. 

6

실행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도시철도 도입확대
9호선 3단계 개통에 따른 버스 노선 수요변화 검토, 

보행 및 따릉이를 통한 접근환경 개선
지속추진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차량 증차 9호선 증차
6량 열차
17편성

6량 열차
49편성

- - - -

광역환승센터 설치

환승센터 건설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 - - -

사당역,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량
처리

광역교통량
처리방안
검토연구

수도권광역교통
협의체 마련

- - -

공영차고지 확충 용역시행
서울시 적정 차고지 입지 검토

용역 시행
차고지 확보 -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순차적 시행
도심 단절
구간 연결

단절구간
(한강교량)

단절구간
(간선도로)

환상형
네트워크

지역간 연계 강화

고급 BRT 도입 검토 장기 방안 -
고급 BRT 도입 검토
(고급서비스 제공)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
에 따른 노선조정안

장기 방안 -
장기안

(수도권 GTX A노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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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 임산부에 대한 이해와 배려

• 고령화 사회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한계

• 이동편의 시설 부족

• 이동편의 시설 안내 부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한계

• 저상버스 도입의 한계

• 정류장까지 접근의 어려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부족

• 교통약자 통행특성 분석

•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필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한

동등한 이동권 보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 정책 제시

추진 시책현황 및 개선방향 전 략 방 향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

1

2

“교통약자 배려 디자인 설계”

•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 임산부 인지방법, 의식개선 운동

•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도입 확대”

•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도입 목표

• 저상버스의 일정한 배차간격 유지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

“지하철 E/S, E/L 설치 확대”

• 지하철 승강장-지상까지 2동선 확보추진

• 지하철교통약자이동동선안내서비스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선 선정

• 시범 노선 운행계획 수립

Ⅴ. 세부 추진 계획

실무추진계획 검토
• 지하철역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개선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 지하철 보안관 확대 운영

• 지하철역·정류장 점자블록 개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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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약자 배려 디자인 설계

 현황 :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현실

 목적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약화, 시민정신 회복을 위한 의식개선 필요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방안

초기 임산부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항상 임산부 배려석
비워놓기 필요

… …

저상

저상버스의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불편

…

탑승계단이 높아
승•하차시 이용불편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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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편안한대중교통이용을위한임산부배려석디자인개선

 임산부배려를위한개선방안

-임산부에대한의식개선운동(임산부배려운동)

-임산부에대한인지방법개선 : 임산부카드, 임산부앞치마

-임산부가이용가능한편의시설제공 : 핑크라이트(부산), 바코드식임산부석

Ⅴ. 세부 추진 계획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편의 제공

1 교통약자 배려 디자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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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저상버스운행이가능한전노선에대한저상버스100% 도입목표(2025)

 저상버스의도입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도입

-버스업체에서저상버스도입시일반버스구입비차액보조(국비40, 시비60)

-저상버스와일반버스의고른배차간격유지

3대

5대

저상버스 운영 효율화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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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전용 버스 도입

 빅데이터분석을통한장애인이용자거주지역선정및‘장애인전용버스‘ 노선계획수립

-장애인주이용지역에맞는전용노선도입, 장애인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버스도입

-동북권, 서남권2개지역에우선도입, 무장애정류소조성계획과연계추진

동북권장애인전용노선시범사업추진

운행경로 : 하계역~청량리역~동대문역~미아사거리~노원역

운행정보 : 운행거리28km, 운행시간180분, 운행대수5대

60분간격의정시성확보

-장애인전용버스이미지구축및지속적홍보추진

-휠체어장애인이용편의성증진

Ⅴ. 세부 추진 계획

장애인 전용버스 시범노선(동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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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 E/S, E/L 설치 확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 동선 확보

 현황 : 고령화사회진입, 지하철이동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필요성증가

-현재설치가불가능한역사(E/V 6역, E/S 35역)를제외한307개역사에3,279개의이동편의시설설치

 목적 : 승강편의시설확충을통한교통약자와지하철이용시민에게이동편의제공

 추진방법 : 

-지하철역사의동선현황조사실시 : 동선연결상태조사, 교통약자이용실태조사

- 2동선이상의이동편의시설확충및단절된교통약자이동동선에대한시설보완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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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 E/S, E/L 설치 확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 동선 안내 서비스 제공

 문제점 : 교통약자환승지도, 교통약자를위한경로안내서비스미비

 대중교통안내에서교통약자를고려할수있는유니버셜디자인적용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 장애의유무나연령
등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제품, 환경, 서비스등을
보다편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 체험해보니…(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3636),2017.01 김은샘(sisa@sisapress.com)

Ⅴ. 세부 추진 계획

하차후 만난 경사로 경사가
매우 높아서 내려갈 때 위험했음.

매우 더운 날씨에 긴 거리를
이동하여 매우 힘들었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냥 돌아가고 싶었음.

내리막 경사가 심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개찰구였고 안내가 없어
유추하여 개찰구 밖의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고 함.

엘리베이터 옆 환승 안내지도가
한글로만 제작돼 있음.

야외의 3번 출구로 이동하는 구간에
백화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서
차들의 위험에 노출됐고, 길은

울퉁불퉁하고 더워서 매우 힘들었음.

다시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카드를 태그했는데 돈이 빠져나감.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요금을 지불하게 돼 기분이 나빴음.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3636),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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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저상버스 도입 대
2,874

(40.0%)
5,260

(76.0%)
6,909

(10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 노선
2

(시범노선)
시범노선 평가 후
노선확대 검토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이동편의 시설 설치

E/L 대 913 1,360 1,800

1역사 2동선이상 확보

E/S 대 2,200 3,240 4,000

교통약자 길찾기 서비스 제공 개발 - 개발 및 활용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Ⅴ. 세부 추진 계획
※ 목표설정의 근거※
• 저상버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실무부서의 업무추진계획 발췌
• 장애인전용버스 : 시범노선 사업 평가에 따라 장래 노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편의 시설 :  1역 2동선 확보를 위한 시설확대 추정치

달성지표 및 실행계획5

실행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저상버스도입 도입100% 목표 연차별도입및교체계획
2025년까지

100% 도입목표

장애인전용버스 도입 장애인전용
시범노선2노선
(동북권, 서남권)

노선평가및
추가노선검토

장애인전용버스서비스시행확대

이동편의 시설 설치 용역시행

2동선확보가능역사선정및
교통약자이용빈도높은지역선정

사업대상지역선정및설치공사시행

대각선횡단보도설치확대 평가및시행확대

교통약자 길찾기 서비스
교통약자길찾기

서비스제공
교통약자이동

동선점검
교통약자

길찾기앱개발
평가및활용 지역간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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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후화

• 개통 30년 이상 노후 지하철

•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미비

▶전동차의 노후화

• 노후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 20년 이상 사용 차량이 전체 41%
(서울메트로 1~4호선 기준)

▶대중교통 안전 시스템

• 운영기관별, 호선별 관리 시스템

의 비효율

▶대중교통 시민 만족도 조사

• 버스관련 안전사고의 감소

• 급출발, 급정차 등 민원발생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

안전교육 강화

추진 시책현황 및 개선방향 전 략 방 향

안전사고 제로화
“ ”

1

2

“지하철 노후화 시설 개선”

• 순차적인 노후시설 개선

• 터널, 교량, 고가 등 내진설계 보강필요

“노후 전동차 교체”

•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 순차적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 수립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선”

“지하철 통합 관제센터 구축”

• 양공사 통합 및 SMART 통합관제센터

“대중교통 관련 교육 강화”

• 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 철도 안전교육 수료 의무화

• 스크린 도어 사고 재발방지 대책

• 전면적인 개선대책 필요(국토교통부)

Ⅴ. 세부 추진 계획

실무추진계획 검토
• 승강장 안전문, 안전발판 개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 보행환경을 위한 볼라드 정비

• 노면표지 시인성 향상

• 시내버스 안전운행교육

• BMS 운행관리평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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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전보강 추진방향

 지하철승객안전최우선, 현장중심안전관리패러다임으로전환

-시간이걸리더라도정시운행보다안전확인후운행

-승객안전최우선, 사고대응체계개선

-지하철심야운행합리적조정검토

 사전적예방점검강화로안전사고발생방지

-노후전동차 ·노후시설물조기교체

-지하철내진보강성능개선

-승강편의시설(E/L, E/S) 안전관리강화

 최신정보통신기술을접목한세계최고『스마트지하철』구현

-사물인터넷등 ICT 기반미래형지하철인트라스트럭쳐구축

-지하철안전지킴이APP 기능고도화

 지하철안전관리예산안정적확보방안마련

-대규모투자사업우선순위재조정, 지하철안전예산최우선확보

-무임수송비용정부보조입법화등

Ⅴ. 세부 추진 계획

빠른대중교통보다
안전한대중교통을원하고있음
-2017.01 대중교통설문결과-

안전이 중요

속도가 중요

자료 : 서울시 지하철 안전보강 대책(2017.03)

1 지하철 노후화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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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노후화 시설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현황 : 지하철1~4호선노후화에따른안전사고발생증가및인사사고발생

 추진방향 : 노후화된전기, 신호, 환경, 철도, 건축, 역사, 차량기지등노후화시설물정비필요

 예산 : 1조3,552억원(노후시설교체9,780억, 노후역사개선3,772억원)

노후 차량 교체 노후화 시설 개선 내진설계 강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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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1~4호선노후화에따른안전사고발생증가
 지하철2·3호선노후전동차교체후1·4호선노후전동차교체계획발표(2017.01.24)

-지하철2·3호선노후전동차량610량교체계획(~2022)
- 8,370억원(시비1,130억, 공사7,240억원)

자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메트로

Ⅴ. 세부 추진 계획

서울메트로 차량 노후화 현황(도입 20년 이상 차량 비중)

1호선

노후차량
64량
40% 2호선

노후차량
500량
60%

3호선

노후차량
150량
30.6%

4호선

노후차량
470량
100%

3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선

 현황 : 구의역사고, 김포공항사고등지하철스크린도어관련인사사고발생
 추진방향 : 레이저센서설치확대및전역사레이저센서교체(~2018)

-스크린도어전수조사결과반영, 부분정비교체
-스크린도어고정문철거후비상문교체(광고판철거및비상문설치)

 스크린도어가열렸을때, 열차가출발하지못하도록스크린도어와열차를제어하는연동시스템도입(~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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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 통합 관제센터 구축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양공사통합과연계하여통합관제센터구축을통한지하철안전관리강화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통합공사 (서울교통공사) 2017.05 출범예정

 공간적, 기능적통합을통한상호유기적인협력·지원할수있는SMART 통합관제구축

Ⅴ. 세부 추진 계획

공간적
통합

기능적
통합

시스템간
상호작용하는
SMART 통합

관제 구축

운영기관별, 호선별, 장소별로
분리된 관제실을 공간적으로 통합구축

운전, 신호, 전력, 통신, 설비등으로 분리된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통합 구축

• 상호 유기적 지원으로 관리 통제의 일원화

• 상호 중복업무 및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 업무간 유기적 관계형성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

• 분야별 열차운행 감시제어 정보 관제사에 통합제공
• 대 고객 서비스 정보의 통합 제공
• 설비관리 유지 보수 기능 통합 및 시스템화
• 경영정보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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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평가 강화 방안

 시내버스 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한 안전운행 평가 확대

 대중교통 노선 평가 및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한 정량적 모니터링 기법 적용

운전자 교육 및 운수업체 관리강화

안전운행평가 강화 방안

 운행기록계는 위험운전행동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전운행평가에 활용토록 하여 강화함

버스 운행기록계 DB를 활용한 관리 강화

5 대중교통 관련 교육강화

Ⅴ. 세부 추진 계획▶ 안전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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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건 10 7 5 안전사고 제로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시내버스 사고건수 건 779 614 439

▶ 안전한 대중교통 Ⅴ. 세부 추진 계획
※ 목표설정의 근거※
• 대중교통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단기 30%, 장기 50%의 개선목표 설정
• 안전사고 목표치 :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점진적 감축목표 설정
• 대중교통 민원발생: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목표

달성지표 및 실행계획6

실행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1~4호선 개선
연차적 계획수립

및 개선사업
개선사업 진행 5~8호선 개선

내진보강
고가 및 교량
박스형 터널

1~4 호선구간
공사 추진

- 지속적인 보강 및 관리

지하철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
레이저 감지장치 교체

스크린도어와열차를제어하는연동시스템도입
-

2025년까지
100% 도입 목표

노후 전동차 교체
2호선 3호선

교체
순차적 610량 교체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통합공사
지하철 양공사

통합
통합 관제센터 구축 - - -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
지속적인
교육진행

지속적인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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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평가 기준 부재

• 버스노선조정 평가 시스템 부재

• 과학적인 노선조정방안 필요

▶대중교통 노선 조정

• 도시철도 개통과 버스 노선

• 비 효율적인 노선 조정 필요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

• 환승 정보 제공

• 알뜰 BIT설치 확대

▶수요대응형 서비스 확대

• 특정시간, 특정 목적별 대중교통

공급을 통한 운행효율화 달성

대중교통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개선

교통정보 활용 증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시책현황 및 개선방향 전 략 방 향

한정된 자원으로

시민 만족도 최대화
“

”

1

2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 심야버스, 심야 콜버스 확대

• 다람쥐 버스 운행

• 도심 순환버스 운행

• 간선급행 버스 서비스

“버스 노선 평가 시스템 도입”

“버스 노선 조정”

• 장대노선, 중복노선, 굴곡노선 조정

“교통정보 제공 확대”

• 알뜰 BIT 설치확대-도착시간, 혼잡정보

• 수단간 환승정보 제공

• 위계형 네트워크 구축 검토

•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용역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Ⅴ. 세부 추진 계획

실무추진계획 검토
• 시내버스 구조개선

• 시내버스 WiFi 설치

•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 중앙버스전용차로 삼색신호등 설치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신호지주설치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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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수요대응형 교통체계

 수요대응형교통체계 : 이용승객의요구및수요에따라자유로이운영되는준대중교통서비스

 현황 : 버스이용수요감소현상지속화, 대중교통이용자증가를위한새로운대중교통서비스제공필요

-심야버스, 콜버스등심야시간의수요대응형서비스에대한서비스확대필요

-오전첨두시출근수요, 도심관광수요, 주말등산객수요등특정시간, 특정구간에집중되는수요대응필요

Ⅴ. 세부 추진 계획

추진계획

 추진방향 : 시민만족도가높은서비스를확대하고, 승객수요가집중되는시간, 구간에대한수요대응형

버스운행을통해대중교통이용증가를유도함.

-심야버스, 콜버스서비스지역확대

-혼잡구간에대한다람쥐버스도입

-도심관광지,면세점, 호텔을연계할수있는 도심순환형버스운행

-오전첨두시, 직결버스운행

 시내버스예비차량활용, 민간사업자한정면허제공등비용최소화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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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심야 올빼미 버스 서비스 개선

 2013년처음운영된올빼미버스가심야· 새벽시간대시민의이동편의제공역할수행

- 9개노선, 70대의심야버스운행중

 노선별이용실태및운영실태조사, 안전운행실태점검을통하여지속적인서비스개선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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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심야 콜버스

 2016 서울시민들이뽑은가장좋아하는정책1위 : 심야콜버스

-현재, 출발지역이강남구에한정되어있으며, 13개구에만서비스가가능함.

 강남단일거점운행방식에서도심등다중거점방식으로운행범위확대추진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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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다람쥐 버스 운행

 특정시간대, 특정구간에극심한혼잡을빚는버스노선· 구간에다람쥐버스운행계획

-다람쥐가쳇바퀴를돌듯짧은구간만반복적으로운행하는셔틀형순환버스서비스

 시범노선적용 : 광흥창~국회의사당(153번)구간, 영화촬영소~답십리역(145번)구간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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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신설선(2017),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2018)

 도시철도 공급에 따른 버스 이용수요 변화

 버스의 기능 조정 : 간선기능보다 지선버스의 역할 증가

 따릉이 설치 확대, 보행환경 개선 및 환승 기능 강화 필요

예상수요 버스감소수요

우이신설선
(2017개통)

13만인/일 7,588 통행/일

9호선 3단계
(2018개통)

35~40만인/일
(9호선)

10,464 통행/일

Ⅴ. 세부 추진 계획▶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환승연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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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연계버스 강화방안

- 목적 : 경전철 이용자들의 2호선, 5호선, 분당선 연결성 강화

- 실태 : 강북과 강남지역 통행량이 많지만, 우이신설선을 이용하여 강남지역 접근이 어려움

- 추진계획 : 신설동역~왕십리역 다람쥐버스 운행을 통하여 우이신설 이용자들의

2호선, 분당선, 5호선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줌

신설동역

왕십리역

Ⅴ. 세부 추진 계획▶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환승연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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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도심 순환버스 운행

 도심주요관광지, 면세점, 백화점, 호텔을연계하는도심순환버스운행

-도심교통흐름을저해하는관광버스의도심진입억제와관광객들에대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

 시범노선적용 : 도심주요관광지, 호텔, 쇼핑지역의이용수요를고려한시범노선필요. 

도로를 점령한 관광버스 관광버스 차벽

 관광버스의 도심통행 방해  도심 순환버스 노선 예시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 추진 방향

- 대중교통과 보행만으로 도심 관광 및 면세점, 백화점 이용이 가능 하도록 도심 대중교통 환경 개선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 녹색교통 시설 확충, 교통수요 관리

- 도심 관광지와 면세점, 백화점, 호텔을 연계하는 외국인 전용버스 운행

Ⅴ. 세부 추진 계획

서울역, 경복궁, 인사동, 명동, 동대문등주요관광지운행노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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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간선급행버스

 출근시간에만운영하는서울형M버스운행

-서울의생활권과중심업무지구를직접연결하는직결노선버스운행

 광역철도, 광역버스는만차인상태로서울에진입하여서울시민들의이용이어려움

-서울시민들이실질적으로앉아서이동할수있는대중교통수단의필요성

 과거, 광역급행버스의실패원인검토

(노원-강남8146, 강동-도심8300, 강동송파-여의도8360, 강남-여의도8361)

① 경기도광역버스와경쟁력

-10분간격좌석형광역버스vs30분간격입석형버스로경쟁

력저하

② 통행시간경쟁력부재

-너무많은정류장정차

③ 환승할인이안됨.

④ 수요를고려하지않은노선신설

⑤ 홍보부족등

 간선급행버스도입성공을위한키워드

① 경기도광역버스와경쟁력강화

-10분간격운행, 좌석형버스적용,  

② 통행시간경쟁력부재

-최소한의정류장정차, 도시고속도로를활용한노선운행

-중앙버스전용차로추월차로확충

③ 환승할인이안됨.  :  요금차등화

④ 스마트카드데이터에기초한노선선정, 최소지점승하차

⑤ 정책홍보활동강화,  예비차량을활용한비용최소화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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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간선급행버스

 출근시간에만운영하는서울형M버스운행

-서울의생활권과중심업무지구를직접연결하는직결노선버스운행

 광역철도, 광역버스는만차상태로서울에진입하여서울시민들의이용이어려움

-서울시민들이실질적으로앉아서이동할수있는대중교통수단의필요성

 도시고속도로 활용 간선급행버스

Ⅴ. 세부 추진 계획

 도시고속도로를활용한간선급행버스도입

-도시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운영

-최소정류장승하차

-차등요금제, 좌석예약제도입검토

-예비차량, 민간사업자참여를통한비용최소화

 시범노선

-강북노원-강남연계(외곽순환-올림픽대로경유)

-은평마포-강남연계(올림픽대로경유)

-구로양천-강남연계(강남순환고속도로경유)

1권역 통행량(통행/일)

승용차 38,548

대중교통 82,760

7권역 통행량(통행/일)

승용차 34,410

대중교통 62,050

6권역 통행량(통행/일)

승용차 49,586

대중교통 97,337

24,386

18,681

2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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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노선 조정

추진방향

 도시철도와중복노선, 굴곡노선 : 노선폐지및노선조정

 버스노선에대한평가와노선관리로한정된버스로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함.

도시철도와중복노선 버스노선의중복 굴곡노선(1) 굴곡노선(2)

Ⅴ. 세부 추진 계획

기형적인 버스노선 검토

 현 황 :  2004년버스노선조정이후토지이용의변화, 생활권의변화로지속적으로노선이변경되어옴. 

 문제점 : 기형적인버스노선은운행효율을저해하는요인이며, 버스이용수요를감소시키는원인임

 추진방향 : 기형적인장대화노선, 굴곡노선, 중복노선, 적자노선에대한점검및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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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노선 조정

장대노선 조정

 장거리노선은운전자의피로도증가,  정시성감소, 버스용량낭비등비효율적인운행의원인임

 장대노선의조정은효율적인노선서비스공급이가능하며, 정시성향상, 운전자근무여건개선효과가있음.

-운행거리60km 이상, 운행시간240분이상27개노선에대한조정필요

노선번호
인가거리 (60km이상, 운행시간 240분 이상)

기점 종점 인가거리 운행시간(분)

107 민락동 동대문역 65 230

108 양주덕정 종로5가 88 210

140 도봉차고지 내곡IC 67 235

150 도봉산역 기아대교 75 256

163 월계동 목동 67 235

351 강동차고지 현충원 62 200

362 송파공영 국회의사당 63 250

441 의왕 고천 신사역 64 205

471 진관차고지 세곡사거리 66 229

461 장지공영 여의도 63 247

462 송파공영 영등포역 78 260

502 의왕고천 신세계백화점 74 225

505 광명노온사동 서울역 63 207

542 군포부곡공영 신사역 67 250

노선번호
인가거리 (60km이상, 운행시간 240분 이상)

기점 종점 인가거리 운행시간(분)

606 부천상동 종로1가 63 210

700 대화동 서울역 62 180

703 파주문산 서울역 86 215

706 파주교하 서울역 100 275

707 고양대화동 서울역 63 210

760 파주 금촌 영등포 78 200

2311 중랑공영 문정동 63 255

2016 중랑공영 효창공원 58 270

3012 송파공영 동부이촌동 62 180

3412 강동공영 우면동 63 220

6411 구로동 개포중학교 53 240

7728 고양대화동 신촌 67 230

7727 고양설문동 신촌 61 175

장대노선 선정결과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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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도입(장기)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버스. 지하철노선평가를통한서울시대중교통네트워크의효율적인운영목적

 스마트카드데이터를기반으로한서울시대중교통노선평가시스템도입과노선평가

 접근성, 정시성등서비스평가지표산출을통한대중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노선 체계의 달성 목표

 효율적인대중교통네트워크는대중교통수단별기능에따른위계형네트워크를통해달성할수있음

-보행및자전거, 버스, 도시철도로연결되는수단간위계

-생활지역, 12생활권, 7광역거점, 3도심으로연결되는지역간위계에맞는대중교통네트워크구축필요

Ex)

대중교통수단별위계 위계형네트워크구축방안서울도시생활권위계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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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정보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출처 :  녹색교통, 버스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수상작 설문조사 결과 발췌(왼쪽)_2016.02
: 고령자의 교통정보 활용수단, 서울복지재단(오른쪽)

공모전을 통한 시민들의 요구 파악

수상작 작품명 분야

대상 현위치 기반 버스통합 노선도

버스
노선안내

은상 목적지 중심 버스 안내도

동상 외국인에게도 쉬운 서울버스

장려상 수(數)를 놓다 지하철노선안내

4 교통정보 제공확대

 이용자를 배려하는 교통정보 제공,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 등에 균형잡힌 교통정보 제공

Ⅴ. 세부 추진 계획▶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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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도개편

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作

지도형 노선안내도(서울버스 일부 보급)

ㅂ

교통정보제공서비스확대

자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22795, 2009.08.16, ‘서울역, 광화문 지하철역사내에 버스환승시민을 위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사진 : 잠실환승센터의 버스도착안내 · 지하철 도착안내 단말기

출처 : 버스 노선도 Redesign 과정과 결론(https://brunch.co.kr/@pxdstory/13)

4 교통정보 제공확대

Ⅴ. 세부 추진 계획▶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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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pxdstor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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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 목적

따릉이 설치 확대 구 5,600 20,000 25,000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장대노선 조정 노선 - 27 -
효과적인 버스 운영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BIT 설치 개 3,545 4,045 4,545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Ⅴ. 세부 추진 계획
※ 목표설정의 근거※
• 대중교통 이용자 : 2차 대중교통계획의 달성목표의 지속 추진
• 따릉이 설치확대 :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충·이용개선 대책(2017.03)
• BIT 설치 확대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업무계획 참조
• 장대노선 조성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업무계획 참조

달성지표 및 실행계획5

실행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심야 버스 운행확대 심야버스 운행 확대 지속적인 운행관리

심야 콜버스 운행범위 확대 노선평가및확대 -

신교통수단 적용검토
다람쥐 버스 시범노선 적용 노선평가및확대 -

환승연계버스 시범노선 적용 노선평가및확대 -

도심 순환버스 시범노선 적용 노선평가및확대 -

간선급행버스
과거사례 검토
시범노선 적용

시범노선
확대

노선평가및확대 -

버스 노선 조정 노선 조정

장대 노선 조정
9호선3단계
연계노선조정

노선 조정
시스템 이용한
노선 평가 및
노선 조정

노선조정 지속적인 노선관리
우이신설

연계 노선 조정

교통정보 제공 확대
알뜰 BIT 설치 400대 설치 300대 설치/교체/관리 300대 설치/교체/관리 -

환승정보 제공 시범사업 시행 평가 및 확대 - - - -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장기)

노선평가 대중교통 노선평가 용역 시행
대중교통 노선

평가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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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영적자 누적

• 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

• 운영적자 누적, 경영혁신 필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 통합환승요금제의 분쟁 해결필요

• 환승손실, 요금정산기준 등

▶적정버스 대수 산정

• 버스 이용수요 감소현상

• 불필요한 버스 감차 필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 고령화 시대, 무임승차 손실증가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합리적 요금체계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무임손실금 증가 대비

추진 시책현황 및 개선방향 전 략 방 향

재정이 튼튼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

1

2

Ⅴ. 세부 추진 계획

실무추진계획 검토
• 지하철 부대수입 창출방안 마련

• 시내버스 회사 평가체계 개선

• 표준운송원가 산정

• 연료저감장치도입

• 시내버스 광고확대 추진

• 차량 및 부품 공동구매

“대중교통 이용요금 개선”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정보공개

• 시민참여 확대 및 제도화 추진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추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도

개선 연구용역

“서울시 적정 버스대수 운행”

“무임승차 손실금 개선”

• 고령자 무임승차 연령 조정

•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타진

• 서울버스 적정대수 산정 용역 시행

• 예비차량 및 적자노선 버스 감차

3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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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현 버스운행 대수의 적정성을 판단

 현재의 버스노선체계에서 감차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감차 가능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1 서울시 적정 버스대수 운행

버스 적정대수 분석 과정

적정 버스대수 산정 목적

Step 1

Goal

분석자료및
분석범위설정

시간대별최적
운행횟수산정

Step 2 Step 3

LoS E 

시간대별 최적운행횟수(대/시)

=
시간대별 최대 재차인원 (명/시)

(첨두시)적정 차내혼잡도 (명/대)

노선별적정
운행대수산정

적정운행대수(대)

=
𝑀𝐴𝑋{(평균왕복운행시간 분 +차고지대기시간 분 }

𝑀𝐼𝑁{(60/최적운행횟수 대/시 ,한계배차간격 분/대 }

Step 4

서울시전체
적정버스대수산정

서울시 전체 적정 버스대수(대)

= (노선별적정버스대수)

간선 및 지선 노선

*2010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 서울연구원”에서 적용한 방법론과 동일한 방법 적용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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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서울의 버스 서비스 수준은 LOS E 수준임 (간선버스 LOS E, 지선버스 LOS F)

 간선버스를 지선버스로 변경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

- 분석결과 226대 감차 가능하지만, 현실 적용을 위해서는 제약조건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제약조건을 고려한 적정 운행대수 산정

현 노선체계의 서울시 적정 버스대수

구분
2005년 LOS 기준 2013년 LOS 기준*

간선 지선 전체 간선 지선 전체

노선수(개) 125 221 346 125 221 346 

현 운행대수(대) 3,462 3,170 6,632 3,462 3,170 6,632

적정
운행대수

첨두시 차내혼잡도 LOS D
3,210 3,630 6,840 3,595 4,130 7,725

▼252 ▲460 ▲208 ▲133 ▲960 ▲1,093

첨두시 차내혼잡도 LOS E
2,800 3,052 5,852 3,021 3,385 6,406

▼662 ▼118 ▼780 ▼441 ▲215 ▼226

LOS E 수준 : 226대 감차 가능
국토교통부, 2013, ｢도로용량편람｣ 기준
- 차내혼잡도 LOS D 기준은 57명(184%)에서 50명(160%)으로 변경됨.
- 차내혼잡도 LOS E 기준은 70명(225%)에서 62명(200%)으로 변경됨.(서비스기준 강화)

Ⅴ.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시 적정 버스대수 운행

※ 본 분석결과는 산술적인 계산결과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재정건전성 강화 99

2 무임승차 손실금 개선

무임승차 비용 증가

 서울의인구고령화로고령자통행량의지속적인증차추세전망

-무임승차연령을70세로조정시, 2021년약2,000억원의연간수익금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노인무임승차제도개선필요

-사회적여건의변화, 노인의사회참여확대, 노인인구비율증가에따른제도개선필요

Ⅴ. 세부 추진 계획

70~74세 통행

75세 이상 통행

65~69세 통행

65~69세 요금부과시
연간 추가예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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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임승차 손실금 개선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노인무임승차는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대통령령에따라시행되는보편적복지서비스임

-지방공기업의무임수송손실액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

 노인의대중교통이용에따른운영적자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검토필요

-기준연령조정, 국고보조추진, 할인요금제, 첨두시요금징수정책등

요금 지하철 요금
연간 추가수익금

(2021년)

현행 무임 -

국고보조안 무임(국고 50% 보조) 2,373 억/년

할인요금제 할인요금( 일반요금 70%) 1,412 억/년

첨두시 요금제 첨두시(4시간) 일반요금, 비첨두시 무임승차 624 억/년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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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미래상

서울시 버스 감차(인가대수) 대 7,439 7,213 7,000
버스수요 감소와

버스 보조금 절감효과

지하철 무임손실금 감소 억원 3,623 1,812 1,210
무임손실금을 활용한

대중교통 안전 정책 추진

▶ 재정건전성 강화 Ⅴ. 세부 추진 계획

※ 목표설정의 근거※
• 표준운송원가 : 2차 대중교통계획의 달성목표의 지속 추진
• 버스 감차 : 서울시 적정버스대수 검토결과
• 무임손실금 감소 : 고령기준 연령 70세 조정 검토 결과에 따름.

달성지표 및 실행계획3

실행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중교통
이용요금개선

요금조정 시민협의체마련 요금조정
수익성평가

및개선
- -

수도권
통합요금

수도권통합요금제통합환승
할인제도개선연구용역수행

수도권통합환승할인
개선방안적용및평가

- -

적정버스대수운행 서울버스
적정서울버스대수산정용역

“적정서비스수준설정＂
노선별적정

운영대수산정
연차별감차계획수립 및적용 평가및개선

지하철무임승차손실비용 보편적복지

헌법소원 국비지원방안검토 - - 재원마련방안검토

무임연령조정
검토용역시행

무임연령조정계획수립 무임연령조정 평가및개선

적정노인요금제도입검토
용역시행

민관협의
신고령요금제
시행및평가

요금제개선 및
평가

버스요금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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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 통행시간, 통행수단 다변화 필요

• 차등요금제, 혼잡통행료 검토

▶혼잡지역 교통개선 필요

• 상습정체지역 교통문제 해결

•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필요

▶교통영향 평가 제도 개선

• 대규모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 선제적 교통수요 관리 필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운영

• 걷는 도시에 어울리는 보행환경필요

개별차량의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통행시간, 공간, 수단조정을

통한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추진 시책현황 및 개선방향 전 략 방 향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환경

“
”

1

2

“시민생활문화 변화 유도”

•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마련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경제적부담을통한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혼잡통행료

“혼잡지역특별관리대책수립”

“걷는도시서울그리고대중교통”

• 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Area

•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통한 혼잡개선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

•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Ⅴ. 세부 추진 계획

실무추진계획 검토
•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 줄이기

• 나눔카 2기 사업 추진

• 혼잡통행료 제도 정비

•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 지정

• 광역교통개선 대책 협의 및 관리 강화

• 대중교통 전용지구 활성화 추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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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생활문화 변화 유도

Ⅴ. 세부 추진 계획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 줄이기

 승용차 이용 줄이기, 녹색교통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

나눔카 2기 사업 추진

 공유자동차 이용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의 효과 극대화 목적

 전기차량 중심의 서비스 확대, 5분 이내 접근성 확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차량 안전성, 쾌적성 향상

대중교통이용의날시행확대 공유도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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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부담을 통한 수요관리

Ⅴ. 세부 추진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정비

 지역 교통특성 및 혼잡도를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마련

 면제 및 감면 대상 시설물의 적정성 재검토 및 개선 건의 추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기업의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정비 및 이행점검 강화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기업체의 쉽고 편리한 교통량 감축활동 결과 등록을 위해 시스템 보완 정비

혼잡통행료 제도정비 및 부과절차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 변경사항 조례 반영

 혼잡통행료 징수 20년을 맞아 남산 1, 3호 터널 징수 실효성을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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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잡지역 특별관리대책 수립

Ⅴ. 세부 추진 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한양도성 내부의 특별 종합관리

서울도심녹색교통진흥지역

한양

도심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System

6개 분야 16개 대표사업

사
람

①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종로·서울로7017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퇴계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등) 2개 과제

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4개 과제

공
유

③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3개 과제

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2개 과제

환
경

⑤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2개 과제

⑥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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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걷는 도시 서울 그리고 대중교통

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Atlanta, Georgia 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서울로, 종로

Ⅴ. 세부 추진 계획

통합 대중교통-보행 지구(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

 보행과 대중교통의 통합적 정책추진을 통한 도시환경,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자동차 소유가 필요 없는 환승 지향형 도시 완성

▶ 교통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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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 개선방안

출근 시간 수요대응형

버스서비스 제공

공
급
의
확
대

출근 시간 분산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수
요
의
분
산

통근 수단 분산

나눔카 카풀 이용 확대

도시철도 공급 계획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출근 콜버스, 이용자 모집 운행)

추진방향

자발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업체 수요관리 강화

카풀, 나눔카 이용 시민운동 전개

시민자전거(따릉이),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철도 차량 증가 노력

제3기 도시철도사업 시행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내 혼잡도 개선“ ”
•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증가

• 통행수요의 시·공간적 분산을 통한 혼잡완화

• 시민 생활 만족도 및 기업 생산성 향상

Ⅴ. 세부 추진 계획▶ 교통수요관리

4 걷는 도시 서울 그리고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요분산을 통한 혼잡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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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 시민 삶의 질 향상

대중교통 이용객 시간적 · 공간적 분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방안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 자율적 유연근무제 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정비

- 기업체의 적극적 참여 독려를 위해 자치구 수요관리 평가 강화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우선 참여, 민관협력 사업으로 확대

 교통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업의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유도 : 카풀 확대 및 나눔카(공유자동차) 이용 활성화

 혼잡통행료 제도정비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

5 교통수요관리 적용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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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차량의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통행시간, 공간, 수단의 차이를 통한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달성지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미래상

수요관리 참여기업 개 3,276 3,820 4,320 수요관리 기업확대

나눔카 대여소 개소 1,438 3,100 3,600
한양도성내 100%

전기차 나눔카 이용

▶ 교통수요관리

달성지표

Ⅴ. 세부 추진 계획

※ 목표설정의 근거※
• 수요관리 참여기업 : 2차 대중교통계획의 달성목표의 지속 추진(단기 15%, 장기 25% 확대 목표)
• 나눔카 대여서 : 나눔카 2기(대여소 400곳, 1700대 차량 확대) 사업추진계획 근거

6 

실행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혼잡지역특별관리

녹색교통진흥지역
(한양도성)

• 자동차 운행제한, 버스중앙차로, 자전거 도로, 보행길 등 확충
• 360도 회전 신호등, 탈부착 중앙분리대, 이동형 승차대 설치

-

도심보행특구
(서울로7017)

• 서울역고가 보행정원화 사업
• 종로 보행특구 지정, 6개 보행나들이 코스 개발

-

교통유발시설물관리

초고층건축물
(잠실롯데, 현대GBC)

•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

-

도심면세점
(관광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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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전기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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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aS(Mobility as a Service)

자료 : 서울연구원, 자동차, 소유에서 공유로, 이창, 2016 자료 : UCL Energy Institute, Feasibility Study for “Mobility as a Service” concept in London, 2015

제공 서비스

1. 사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 고려, 실시간 최적 이동경로 제공

2. 대중교통과 Car-club, Ride-Sharing, Bike-Sharing, 택시 등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제공

3. 날씨, 교통상황, 요금수준에 따른 맞춤형 경로 제시

4. 교통수단의 예약, 발권, 지불까지 통합된 일원화된 이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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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사업추진 및 적용방안

Ⅵ. 대중교통 미래전략

서울의 통합 대중교통 운영

 서울시는 보행,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버스+지하철 통합 경로 정보서비스 시행중임

- 경로정보 제공 시스템,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 단일 결제 시스템 활용중

 주차정보, 공유자동차 예약으로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확대 및 개선 할 수 있음.

보행

가까운 정류장, 역 정보 제공

경로안내

통행시간, 통행비용 안내

노선안내, 환승안내

택시 버스 도시철도 버스+지하철

환 승

버스 도시철도 버스+지하철택시

통행시간, 통행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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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추진전략

Ⅵ. 대중교통 미래전략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도입계획 기본계획 수립내용
▪ 연구의 개요
- 맞춤형 대중교통 공유시스템의 정의 및 개념
-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 시스템 개발의 비전과 목표 설정
- 추진전략 수립

▪ 교통현황분석
- 교통운영방법 및 주체 검토(교통공급측면)
- 교통환경분석(교통수요측면)
- 공유시스템 개발 현황
- 시사점 도출

▪ 맞춤형 대중교통 공유시스템 개발
- 해외사례 검토
- 서울시 통행계획(Journey plan) 분석
- 운영방식 검토
- 운영시스템 개발

▪ 실행가능성 검토
- SWAT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술적 향후 실행가능성 검토
- 운영상 향후 실행가능성 검토
- 개선방안 도출

▪ 타당성 분석
-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 산정
- 예상수입 산정
- 재무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실행계획 수립
-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설정
- 향후 5년간 시스템 개발 로드맵 작성

도입목표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수단의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끄러운 통행수단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질적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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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 전기버스

Ⅵ. 대중교통 미래전략

자료 : OBS NEWS, 2017.01.05. 20:28 자료 : MBN 뉴스, 2017.01.06. 11:08

 자율주행자동차는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적극추진 필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통한 서울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 기대

 세계적 도시인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자율주행 전기버스 적극도입 필요

도입배경

도입목표

 소형 자율주행 전기버스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보완 기능 강화

 서울도심 운행을 통한 녹색교통, 친환경 도시 이미지 강화

 서울도심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버스 도심진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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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운영방안

Ⅵ. 대중교통 미래전략

노선운영계획(노선 예)법적 제도적 기반조성

향후 추진방향

 정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Lv3) 사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도입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기존 첨단대중교통인프라 연계한 자율주행시스템 도입 확대

정부차원의 신기술·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

- 운행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 필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 Level 3, Level 4단계별 규제완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방안

- 사고시 법적 책임 문제

- 보험 문제

- 보안 문제(커넥티드 환경에서의 보안)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2016)

서울역-경복궁
인사동-명동

창경궁-종묘

동대문-대학로
-광장시장



1. 투자계획

2. 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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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1 

▶ 투자계획 Ⅶ. 투자계획

자체 재원 확보 강화

 신세원 개발 및 세원의 재분배

 도로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주행세 도입 및 세율 인상, 주차세 도입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세 중 간접세수입, 유류특소세, 유류부가세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도시내의 도로를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부과되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타당성이 있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원조달은 시민의 조세부담없이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음

개발이득의 환수방안 강구

 교통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보다도 이와 관련된 제3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제3의 수혜자들로 부터 이익에 따른 보상을 받아내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

민간참여 방안 검토

 민자유치 방안을 합리화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

 교통시설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1. 서울의 미래상

2.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의 미래상 120

교통 VISION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보편적 서비스수준 확대

승용차만큼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관리

경제적이고효율적인대중교통

대중교통
환경개선

대중교통
경영
합리화

네트워크

확대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안전한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요증가

대중교통
공급확대

시민이 중심인
시민이 편리한
시민이 행복한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분담률 68% 달성
 시내버스정시성 93.6% 달성

 대중교통안전사고제로화달성
 지하철노후 시설 개선 및 내진설계강화

 교통약자에대한 양보인식확대
 임산부에대한 사회적배려인식확대
 이용자중심의교통정보제공
 가로변 BIT 설치 확대
 지하철이동편의시설 확충(연속성확보)

 제3기 도시철도개통
 중앙버스전용차로연장 확대
 중앙버스전용차로평균 통행속도
 평균 출근시간 30분으로단축

 대중교통재정지원금절감
 서울 시내버스예비차량감축
 서울시적정버스대수산출
 합리적인노선 조정(장대노선조정)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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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철도, 광역철도 연장, 서울 경전철 개통을 맞이하여 철도중심 대중교통망 확충

1 도시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확충(1/3)

Ⅷ. 결론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도시철도 네트워크 연장
(시내 국철구간 포함)

Km
331.6
(453.3)

346.2
(468.0)

400.0
(521.8)

도시철도 10분 이내 접근가능
철도중심 대중교통망 구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장 Km 119.3 147.0 214.0
버스 경쟁력 강화

버스 배차 정시성 % 91.4 93.6 93.6

출처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01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경전철 건설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 및 노선 확대

 경전철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 연계 교통시설 개선(노선조정, 따릉이 설치, 보행환경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도시철도 도입확대
9호선 3단계 버스 노선 수요변화 분석에 따른 노선조정

보행 및 따릉이를 통한 접근환경 개선
지속추진

우이신설선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
에 따른 노선조정안

장기 방안
장기안

(수도권 GTX A노선 개통)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순차적 시행
도심 단절
구간 연결

단절구간
(한강교량)

단절구간
(간선도로)

환상형
네트워크

지역간 연계 강화



▶ 서울의 미래상 122

 무분별한 도심 진입 억제, 광역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교통량 분산 정책 시행

2 수도권 광역통행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심혼잡 개선(2/3)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광역 환승센터 설치 소 6 9 9 광역교통량 처리

광역교통량 처리방안(회차 및 노선분산 정책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광역통행

환승센터 건설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 - - -

사당역,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량
처리

광역교통량
처리연구수행

수도권 광역교통
협의체 마련

- - -

사당·복정 복합환승센터 건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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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한 버스 노선 조정, 부족한 지하철 차량의 조기 증차 추진

3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3/3)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공영차고지 총 면적 ㎡ 437,713 501,213 551,000 적정차고지 확보

9호선 차량 증차 - 4량 44편성 6량 49편성 - 9호선 혼잡도 완화

구분
추가 필요

차고지 면적

4권역 +19,000

6권역 +23,000

7권역 +21,500

계 +63,500

자료/ 서울시,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의원, 연합뉴스 기사문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영차고지 확충 용역시행
서울시 적정 차고지 입지

검토 용역 시행
차고지 확보 - -

도시철도 차량 증차 9호선 증차 214량 294량 - - - -

 공영차고지 : 서울시 적정 차고지 입지 검토 용역 시행을 통한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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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정책 추진

4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1/2)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저상버스 도입 대
2,874

(40.0%)
5,260

(76.0%)
6,909

(10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 -
2개 노선

(시범노선)
시범노선 평가 후
노선 확대 검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저상버스도입 도입100% 목표 연차별도입및교체계획 2025년까지 100%도입

장애인전용버스 장애인전용
시범노선2노선
(동북권, 서남권)

노선평가및
추가노선검토

장애인전용버스서비스시행확대 -

 장애인 전용버스 :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노선 선정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Ⅷ. 결론



▶ 서울의 미래상 125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 및 이동편의 시설 확충

5 이동편의 시설 및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약자 배려 시스템 구축(2/2)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이동편의 시설 설치
E/L 대 913 1,360 1,800 연속된 이동동선 확보

(1역 2동선 확보)E/S 대 2,200 3,240 4,000

교통약자 길찾기 서비스 제공 - - 개발 및 활용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교통약자 경로정보 제공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하철E/S, E/L 설치확대 용역시행
교통약자이용빈도높은지역선정 사업대상지역선정및설치공사시행

대각선횡단보도설치확대 평가및시행확대

교통약자이동동선안내
교통약자길찾기

서비스제공
교통약자

이동동선점검
교통약자길찾기앱개발 평가및활용 지역간연계강화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동편의 시설 확충(연속된 이동동선) 교통약자를 위한 경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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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 시설 개선, 노후 전동차 교체, 스크린도어 개선 등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6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1/2)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건 10 7 5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

시내버스 사고건수 건 779 614 439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하철 시설 개선
1~4호선개선 지하철1~4호선116.5km구간개선 - 5~8호선 점검

내진설계강화 고가·교량20.2km, 터널33.0km구간강화 - 지속적인 보강 및 관리

노후전동차교체 2호선, 3호선 순차적610량교체추진 -

 서울시 지하철 안전보강 대책 : 지하철 승객안전 최우선, 현장중심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노후차량교체, 노후시설개선, 내진설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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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통합공사 출범, SMART 통합관제 센터 구축, 안전운행 평가 실시

7 지하철 안전사고 관리 강화 및 운전자 교육강화 추진(2/2)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 - 관제센터설치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의 효율적인 대응
대중교통 종사자 안전교육 - 안전교육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하철 통합관제
센터 구축

통합공사
지하철 양공사

통합
통합 관제센터 구축 - - -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
지속적인
교육진행

지속적인 안전교육 강화 -

 서울시 지하철 안전보강 대책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스마트지하철』구현

지하철 통합 관제센터 구축 안전운행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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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이용수요에 따라 다양한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제공

8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1/3)

수요대응형 서비스 서비스 개요 추진지역

심야버스, 콜버스 서비스 확대 • 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 서울권역 전체

다람쥐 버스 도입 • 혼잡구간순환 운행, 환승연계 노선 운행
• 153번, 145번 버스 혼잡구간
• 우이신설 환승연계구간

도심순환형 버스 운행 • 도심관광버스 도입 억제,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활성화 • 도심 노선

직결형 급행버스 도입 • 생활권과 중심업무지구 직결버스 서비스 제공
• 강북노원-강남연계
• 은평마포-강남연계
• 구로양천-강남연계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

심야버스 서비스 평가 심야버스 운행 확대 지속적인운행관리 운행관리

수요대응버스 시범노선 적용 노선평가 및 노선 확대 - 신교통수단 적용검토

간선급행버스 과거사례검토 시범노선 노선평가 및 노선확대 (예비차량활용검토)

 수요대응형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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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통합공사 출범, SMART 통합관제 센터 구축, 안전운행 평가 실시

9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선의 효율적인 조정(2/3)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장대 노선 조정 노선 - 27 - 버스 운영효율화, 근로환경 강화

대중교통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 - - 도입 효율적인 노선 관리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버스 노선 조정

장대노선 단계적 27개 노선 단축화 - -

지속적인 노선관리비효율노선 노선조정 위원회 추진 단계적 노선조정 - -

도시철도 개통 우이신설-조정 9호선3단계-조정 - -

노선평가 시스템 도입 노선평가 대중교통 노선평가 용역 노선평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버스 노선 조정 : 도시철도 중복노선, 노선버스간 중복, 굴곡노선 조정

대중교통수단별위계 위계형네트워크구축방안서울도시생활권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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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미래상 130

 알뜰BIT 설치확대, 노선안내 개선, 도착정보와 환승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 확대

10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3/3)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BIT 설치 개수 3,545 4,045 4,545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 노선안내 개선 - - 점진적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통정보 제공 확대

알뜰 BIT 설치 400대 설치 300대 설치/교체/관리 시설 관리

환승정보 제공 시범사업 시행 평가 및 확대 - - - -

 알뜰 BIT 설치 : 중앙차로 정류장 BIT 설치완료(98.5%), 가로변 정류장 설치 확대 필요

 가로변 BIT설치 확대  단순하고 명확한 노선정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지하철 통합공사 업무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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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미래상 131

 표준운송원가 산정,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 개선, 고령자 무임손실 개선

11 대중교통 요금제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1/2)

 합리적 요금체계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무임승차 비용증가와 대비방안 마련 필요

요금조정 개선방향

대중교통 이용요금 개선
• 운송기관 누적 적자 개선
• 표준운송원가, 원가 공개, 시민 참여 확대, 제도화 추진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개선
•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 손실 등 분쟁해결방안 마련필요
• 통합 환승할인 제도 개선 연구용역 시행

고령자 무임손실금 개선
• 무임기준 연령 상향조정, 다양한 요금제 적용(할인요금, 차등요금제)
• 국고 보조금 지원방안(보편적 복지서비스)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중교통
이용요금개선

요금조정 시민협의체마련 요금조정
수익성평가

및개선
- -

수도권
통합요금

수도권통합요금제통합환승
할인제도개선연구용역수행

수도권통합환승할인
개선방안적용및평가

- -

지하철무임승차손실비용 보편적복지

헌법소원 국비지원방안검토 - - 재원마련방안검토

무임연령조정
검토용역시행

무임연령조정계획수립 무임연령조정 평가및개선

적정노인요금제도입검토
용역시행

민관협의
신고령요금제
시행및평가

요금제개선 및
평가

버스요금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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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미래상 132

 버스 서비스 수준 검토, 버스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적정 버스 대수 검토

12 서울시 적정버스대수 추정을 통한 운행효율화(2/2)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서울시 버스 감차(인가대수) 대 7,439 7,213 7,000
버스수요 감소와

버스 보조금 절감효과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적정버스대수산정 서울버스
적정서울버스대수산정용역

“적정서비스수준설정＂
노선별적정

운영대수산정
연차별감차계획수립 및적용 평가및개선

구분
2013년 LOS 기준*

간선 지선 전체

노선수(개) 125 221 346 

현 운행대수(대) 3,462 3,170 6,632

적정
운행대수

첨두시 차내혼잡도
LOS D

3,595 4,130 7,725

▲133 ▲960 ▲1,093

첨두시 차내혼잡도
LOS E

3,021 3,385 6,406

▼441 ▲215 ▼226

 적정버스 대수 산출과정  적정대수 검토결과 : 서울버스 LOS E 수준 (-226대 감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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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미래상 133

 시민생활 문화 변화 유도, 경제적 부담을 통한 수요관리,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확대

13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1/1)

달성목표 단위 현재 단기 장기 추진목적

수요관리 참여기업 개 3,276 3,820 4,320
수요관리 기업확대
(15%, 25% 증가)

나눔카 대여소 개소 1,438 3,100 3,600
한양도성내 100%

전기차 나눔카 이용

시민 생활문화 변화 경제적 부담을 통한 수요관리 혼잡지역 특별관리

•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줄이기

• 나눔카 2기 사업 지속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의날 시행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 혼잡통행료 제도 정비 및 부과 절차 개선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운영

•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 광역교통개선 대책 협의 및 관리 강화

•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 지정

사
람

①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종로·서울로7017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퇴계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등) 2개 과제

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4개 과제

공
유

③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3개 과제

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2개 과제

환
경

⑤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2개 과제

⑥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3개 과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운영(6개분야 16개 대표사업)

 Transit-Walkability Collaborative : 보행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발생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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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미래상 134

 통합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기반마련, 자율주행 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

14 서울 대중교통의 미래화 전략 추진검토(1/1)

미래전략 도입 목표

교통약자 전용 대중교통
통합예약∙결제 시스템

• 이용자에게 통합예약 ∙ 결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끄러운 통행수단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전기버스 도입 • 일정한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자율주행기능을 도입 추진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단계별 전기버스 도입 방향 및 도심 노선 검토

 신규대중교통 시스템도입 : 법적∙제도적 한계, 공공기관의 역할, 이해기관사이의 협의도출 등 문제

미래전략 도입 전략

교통약자 전용 대중교통
통합예약∙결제 시스템

• 도입을 위한 기술검토 및 각 지자체, 교통수단 운영기관 의견수렴
• 외부 이해당사자간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의 T/F 구성
• 대중교통 통합시스템(MaaS)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 전기버스 도입

 소형 자율주행 전기버스 순환노선 및 마을버스로 확대운영
 기존 첨단대중교통인프라 연계∙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도입
 First mile & Last mile Solution을 위한 지선대중교통 중심 자율주행시스템 구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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