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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1974, the first subway is construc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1985 country metropolitan subways 
have been built. But most country metropolitan subways cannot reach the goal of transportation sharing ratio and 
show a loss.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issues of country metropolitan subways and present the methods to 
improve them focusing on strengthening transit network. At first, it is introduced that the method can 
complement incomplete network from insufficient subway lines. And I propose the consolidation method using 
KORAIL railway lines. Finally, the connecting method into subway missing area is presented with various 
transit systems like BRT, Guideway Bus and single railway line extension. 
 

 

1. 서론 

지난 2004년 4월, 6개 광역시중에서 4번째로 광주지하철이 개통되었다. 아울러 대구지하철 

2호선이 올해 10월 18일에 개통되었고, 부산지하철 3호선도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2006년에, 울산광역시는 2012년에 각각 도시철도를 첫 개통시킬 예정이라,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광역시가 도시철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지하철의 운영상태는 별로 좋지 못한 실정이다. 당초 예상했던 수송분담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1]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도시 지하철이 대규모로 개통되는 이 시점에 맞추어, 현 지방지하철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방법 

위주로 설명하며, 부족한 노선수의 개선, 한국철도공사의 기존 노선 활용, 단선연장이나 BRT, 

가이드웨이 버스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2. 지방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현재 국내 지방광역시에는 4개 광역시에 6개 노선, 총 165.5km의 도시철도가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로 현재 건설중인 있는 노선도 있다. 각 노선들의 구체적인 개통연혁 및 개통계획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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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지방지하철의 개통연혁 및 개통계획 

도시명 노선번호 노선길이(km) 역수(개) 기-종점 최초개통일(예정포함) 

부산 1호선 32.5 34 노포동~신평 1985. 7. 19 

 2호선 39.1 39 호포~장산 1999. 6. 30 

 3호선(예정) 18.3 17 대저~수영 2005. 11. 28 

 반송선(예정) 12.7 13 미남~반송 2010년 

대구 1호선 28.3 30 안심~대곡 1997. 11. 26 

 2호선 29.0 26 다사~고산 2005. 10. 18 

인천 1호선 24.6 22 귤현~동막 1999. 10. 6 

광주 1호선 20.1(1차 12.0) 20 녹동~상무 2004. 4. 28(1차) 

대전 1호선(예정) 22.6 22 판암~외삼 2006년 

 

현 지방 지하철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노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2개 이상의 노선을 갖는 

도시는 부산과 대구에 불과하며, 부산의 경우에도 1호선과 2호선의 개통시기의 차이는 14년, 

대구는 8년에 이른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개통시기의 차이가 6년, 2호선과 3, 4호선의 

개통시기 차이가 5년에 불과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즉, 지방지하철들은 대부분 1개 노선만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어왔다는 것이며, 이는 네트워크 

효과의 부족으로 승객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하철 네트워크가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취약한 시 재정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하철 투자의 자율성 부족과 장기적 계획 부재에도 있다. 지하철 투자재원으로 

국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정치논리가 많이 개입되었으며, 당장 발생하는 적자 운영 때문에, 

다음 노선의 투자가 지연되어, 기존 노선의 적자운행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벌어졌다.[2] 

두 번째 문제점은, 중요 수요처를 외면하는 노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구지하철과 광주지하철로서 이들 노선은 각기 경북대학교와 광주시 종합 

버스터미널을 지나지 않는다. 이들 수요처의 상당한 교통수요 유발효과를 생각해볼 때 이는 매우 

아쉬운 노선선정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는 도시철도가 지나치게 중전철 위주로 건설된 것에 원인이 있다. 중전철 시스템의 

특성상 허용 가능한 곡선반경이 커지게 되어, 자유로운 노선선정이 곤란하게 된다. 작은 

노선반경이 가능한 경량전철을 도입했다면 보다 유연성 있는 노선 선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지하철의 문제점은 시외(市外)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구지하철 1호선은 많은 대학이 몰려있는 하양까지 운행이 되지 않으며, 대구지하철 2호선은 

위성도시이며 대학이 있는 경산까지 운행되지 않는다. 비록 대구 2호선의 경산연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2호선 본선과 동시에 개통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는 광역시와 외곽 도와의 유기적인 교통정책 부재, 기간철도의 통근전철 기능을 외면한 

철도공사 등에 원인이 있다. 현재 지방광역시의 교통도 갈수록 광역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매우 아쉬운 사례라 하겠다. 

 

3. 지방지하철 운영 개선 제안 

현재의 지방지하철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렵다. 특히 각 광역시의 



투자 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를 주도로 하여, 각 시-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된 전 기관의 통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민간자본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3-1. 최소 노선수의 확보 

지하철이 1개 노선만으로는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지하철들이 최소 2개 

이상의 노선 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하철의 각 노선은 최대한의 네트워크 효과를 갖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동서선과 

남북선을 도심지에서 교차되고 만들고, 이를 둘러싸는 형태의 순환선을 만드는 것은 표준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2], 대전지하철의 3개 노선 계획이 이를 따르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울러, 각 노선의 개통시기의 시간차를 최대한 줄여서, 조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즉, 현재처럼 1개 노선 완공 후, 다음 노선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각 노선을 

부분적으로 공사하여, 점차 네트워크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효과 확보를 위한 추가 노선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노선설정 

및 운행에 유연성을 갖고 있는 버스를 대체수단으로 운영할 수 있다.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고 

있는 BRT(Bus Rapid Transit)는 경전철 급의 수송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우선 가능한 곳만 지하철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BRT를 구축하여 서로 연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BRT를 ‘가상 지하철(Virtual Subway)’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지방지하철 건설시, 지하철 개통 후 지하철을 간선, 버스를 지선으로 개편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버스 역시 간선화하여 지하철의 연장 및 보완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버스의 유연한 노선설정과 빠른 시스템 구축시간을 고려해볼 때, 지하철과 

연계되는 간선버스망을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구축, 운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4] 

특히 버스 차량으로는 굴절버스 같은 대용량 버스를 사용하여 지하철 승객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도색이나 상징물을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하철과 일체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하철 이용승객이 동일한 교통수단을 계속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급행버스로 갈아탈 수 있다. 

 

3-2. 기존 철도의 역할 강화 

현재 지방광역시의 지하철은, 한국철도공사의 기존 철도와는 큰 관계없이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계획중인 노선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철도청 시절부터, 우리나라 지방 철도들의 통근 기능이 거의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수도권 전철과 달리 지방권은 단선 비전철 등 선로가 매우 열악하여 

통근전철이 운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철도공사에 해당되는 JR 소속의 지방대도시권 노선에서, 

통근전철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JR의 노선들이 예전부터 전철화가 되어 있었고, 

장거리용 차량과 중/단거리 차량이 동일한 규격의 고상 플랫폼 대응 차량을 쓰고 있으며, 또 

운임제도가 통합되어서, 이들 열차의 혼합 운행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5] 

예를 들어, 일본의 2번째 대도시인 오사카(大阪)권에는 JR京都線~JR神戶線, JR오사카環狀線, 

JR東西線 등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 철도에는 장거리 열차 외에도 중단거리 통근열차들도 

운행되고 있다.[6] 이는 나고야(名古屋)권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일본은 도시를 관통하는 기존 



철도가 통근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하철 노선을 하나만 만들어도, 네트워크 효과가 좋은 

십자형 노선망이 구축되게 된다. 지하철 노선 1개 만으로 오랫동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되는 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광역시도 기존 철도의 통근기능 강화가 적극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은 비용과 짧은 공기로 도시철도 노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철화를 통한 

소음 및 진동 감소, 부분 복선화 등의 선로추가를 통한 용량 증대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디젤 철도로 인하여 슬럼화된 철도 연선을 재개발하는 기회가 되므로, 각 

광역시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철도변 낙후지역이 도시철도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7] 

이를 지방광역시들에 적용해본다면, 부산권에서는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철도에 통근기능을 

추가하여 완행인 부산2호선과 ‘병행’하여 달리는 급행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부산지하철 

2호선과의 완급혼합운행 구현을 통하여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근철도는 울산과 마산까지의 광역전철역할도 할 수가 있다. 

대구권의 경우에도 대구1호선 안심에서의 청천까지의 연장을 통해, 철도공사의 대구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혹은 직통운행이 가능하여, 지하철 노선을 실질적으로 하양까지 ‘연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부선에 통근기능을 부여할 경우 대구2호선과 경산에서 십자형으로 

환승되어, 큰 네트워크 효과의 확보가 가능하다. 

대전권에서는 경부선 신탄진~대전 구간을 확장하여 통근전철을 운행하면, 남북선으로 구상중인 

대전3호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광주권에서는 경전철로 구상된 2호선이 전철화된 경전선으로 진입하여, 화순까지의 환승없는 

광역교통망 확보가 가능하며, 향후, 나주, 목포, 장성 등으로 중거리 광역전철의 구현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확보된 국철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지하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과 시설로 상하 분리된 현 철도체제에서는 지방대도시가 

철도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8] 

 

3-3.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보완책 

한편 현재와 같은 중전철 일변도가 아닌, 지방도시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중전철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곽의 수요감소를 감안하여, 복선이 

아닌 단선(單線)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단선으로 연장할 경우,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공기단축도 기대된다. 그리고 각 역만 복선으로 만든다면, 교행 운전에 문제가 없으며, 

전동차가 자동운전시스템에 따라 시각표에 정확히 맞추어 운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고밀도 

운행이 가능하다. (그림1) 

실제로 일본의 JR하치코우선(八高線) 하치오우지(八王子)~코마가와(高麗川) 구간은 단선임에도, 

피크시간대에 통근전철을 20분간격으로 운행시키고 있다. 이는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선 및 

짧은 폐색구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수요가 적은 구간에 복선을 설치하기 

힘들어, 통근전철 운행을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절충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시외 방면 지하철 단선 연장 배선의 예 

 

중전철외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경량전철이나 가이드웨이 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이들 시스템과 기존 지하철과는 멈춤없는Seamless 환승이 필요하며, 환승승강장면에서는 방향별로 

배치된 승강장을 통한 평면환승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경량전철은 철차륜 시스템을 

선택하여 향후 직결운전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10] 

유럽에서는 경량전철과 중량전철의 상호호환 운행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칼스루에에서는 

DC600V와 DC1500V에 동시에 대응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경전철과 중전철 선로에서 동시에 

달리는 사례가 있다. 칼스루에의 방식이 성공함에 따라 독일의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의 린츠, 

영국의 햄프셔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11] 이는 전술한 국철구간의 통근기능강화 

측면에서, 국철구간과 도시철도 구간의 상호직통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부가장치가 장착된 버스가, 콘크리트 궤도상에서 유도를 받아서 조향없이 달리는 

‘가이드웨이 버스’는, 도시철도 사업시 기존 버스사업자와의 마찰이 줄어들고, 꼭 필요한 곳에만 

궤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량 증가시 고무차륜 

경량전철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방광역시에 도입할 만한 유연성 있는 시스템이다.[12] 

아울러 현재 지방지하철이 끝나는 시계 부근은 차량기지와 함께, Bus and Ride, Park and Ride가 

가능한 중요 환승지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市외곽에, 기피시설인 지하철 차량기지와 

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이에따른 환승을 유도하고 있는 부산1호선 범어사역은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환승동선의 최소화를 위한 시책도 필요하며, 지하철플랫폼과 

버스정차장을 동일평면상에 놓아 ‘맞은편 플랫폼 평면환승’을 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2) 

 

 
그림2. BRT와 지하철의 평면환승을 위한 승강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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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지하철의 시외 외곽 추진은 현재 대구1호선 대곡~현풍 구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市界에서 대중교통 환승을 활성화하고, 적절하게 자가용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면, 도시철도의 

승객 증가와 도심 교통량 감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4. 결론 

지방광역시가 점차 커지면서, 도시교통문제도 서울-수도권처럼 점점 광역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내뿐 아니라, 외곽 광역권까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궤도계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방지하철은 각종 비효율로 인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이로인해 

기대했던 수송분담률의 미달, 적자 운영등의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량전철 건설에 따른 사업비 과다, 중요 수요처를 외면하는 노선망, 기존 철도의 

통근기능의 무시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광역시를 관통하는 기존철도의 

통근기능의 인식 및 개발, 다양하고도 유연한 시스템의 도입, 새 시스템들과 기존 지방지하철과의 

최대로 밀착된 통합화 등을 통하여 기존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철학이 앞으로의 철도건설계획 및 지방중소도시에도 적용된다면,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들어, 군산~익산~전주의 광역전철을 개발하고, 이를 전주경전철과의 연계 운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는 광역시의 실질적인 폐지 및 전국을 50~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재구성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의 새로운 국토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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