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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railroad opened up step by step but It is 

situation that much government subsidies are paid because It does not competitive power with road traffic by 

decline of schedule speed.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railroad users will convert by other transportation and minimize damage their time 

as travel time is prolonged. Therefore, need high speedization of airport railroad, this may act big role competitive 

power security as well as airport railroad activation with another public transportation.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a high speedization possibility section in the sections of airport railroad and train 

speed elevation effect analysis  by  roadbed, railroad, system improvement and  the most efficient operation 

intervals analyzing each vehicles (AREX (120km/h), KTX (230km/h), EMU(Electric Multiple Unit, 180km/h) train 

running pattern. 

본문요약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인천공항철도가 1단계(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40.3km, 07년 3월 개통)와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20.7km, 10년 10월 개통)가 단계별로 개통되었으나, 표정속도의 저하로 도로교통

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송수요의 저조 등으로 이어져 민간협약에 의한 정부 재정지원은 날로 

늘어나 결국 2009년11월 국가에서는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민간지분을 매입하여 정부보조금 지출 축

소를 모색하였으나, 정부보조금 지출 비중만 축소되었을 뿐 공항철도를 운행함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상

당분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고객들도 시간가치의 소

중함을 인식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엔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교통정보 전달의 가속화로 출발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최적의 교통수단이 무

엇인지 파악 후 출발하므로서 여행에 따른 시간손실을 최소화 하려한다. 따라서 공항철도의 고속화는 이 

시대의 요구사항으로 당연시 되어 있고 공항철도의 고속화야 말로 타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

지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철도 활성화가 가능하고 소외된 경기서북부 및 인천지역의 고속철도 수혜를 확

대하는 방안일 것이다.

  공항철도 고속화방안은 앞선 검토 자료를 기초로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자 본 고에서는 공항철도구간의 고속화 가능구간과 노반, 궤도, 시스템개량에 따른 열차속도향

상 효과를 분석하고 각 차량별 즉, 기존 AREX(120km/h), KTX(230km/h), 180km/h급 고속EMU 

(Electric Multiple Unit) 등의 차량투입에 따른 열차운행 대안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열차운전시격 

및 열차운행패턴 등을 제시하여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쾌적한 운송수단이 되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타교통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공항철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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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용과 경쟁공항과의 동등이상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공

항철도의 건설이 1단계(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40.3km, 07년 3월 개통)와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20.7km, 10년 10월 개통), 단계별로 개통되었으나, 노선 주변의 개발계획(청라지구 등) 추진이 지연되

고  이용수요가 매우 저조하여 개통 후 운영에 따른 민자사업자와 협약한 운영수입 보장율 90%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상태로는 연평균 4.6천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재정 부담증가 최소화가 

시급한 상황 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2009년 11월 국가에서는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민간지분을 매입

하여 정부보조금 지출 축소를 모색하였으나, 정부보조금 지출 비중만 축소되었을 뿐 공항철도를 운행함

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상당분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우기 2004년 4월 경부고속 개통에 따라 고

객들도 시간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엔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교통정보 전달의 가속화로 출발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최적의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파악 후 출발하므로서 여행에 따른 시간손실을 최소화하려한다. 따라서 인

천국제공항건설에 따른 공항철도의 건설이 그 시대의 요구사항이였다면 공항철도의 고속화는 현 시대의 

요구사항으로 고속화는 당연시 되어 있고 공항철도의 고속화야 말로 타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철도 활성화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된 경기서북부 및 인천지역의 

고속철도 수혜를 확대하는 방안일 것이다. 

  공항철도 고속화방안은 앞선 검토 자료를 기초로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자 본고에서는 공항철도구간의 고속화 가능구간과 노반, 궤도, 시스템개량에 따른 열차속도향상 

효과를 분석하고 각 차량별 즉, 기존 AREX(120km/h), KTX(230km/h), 180km/h급 고속EMU(Electric 

Multiple Unit) 등의 차량투입에 따른 열차운행 대안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열차운전시격 및 열차운행

패턴 등을 제시하여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운송수단이 되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타교통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공항철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2. 공항철도 수송수요 분석

2.2. 기본계획 수송수요 분석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상 수송수요는 다음 표와 같은 열차운행대안으로 산정하였으며, 

열차운행 대안1은 「현재 인천공항철도 열차운영 서비스 수준(12회/시) + EMU 차량 변경 + KTX 운

행」, 열차운행패턴 대안2는「현재 인천공항철도 열차운영 서비스 수준(12회/시) + 기존 AREX 차량 

+ KTX 운행」로 설정하였다

표1. 기본계획 대안별 열차운행 대안

구분 노선
대안 1 대안 2

속도(km/h) 배차(분) 속도(km/h) 배차(분)

미시행시
AREX(완행) 서울역-인천공항 70.3 12 70.3 12

AREX(급행) 서울역-인천공항 93.5 60 93.5 60

시행시

KTX 서울역-인천공항 108.6 30 108.6 30

서울역 EMU 서울역-인천공항 88.7 12 70.3 12

용산역 EMU 용산역-인천공항 88.8 30 70.4 30

주)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 자료 참고

2.3. 기본계획 수송수요에 의한 열차운행회수 분석

  열차운행횟수 및 첨두시 운전시격의 기초가 되는 공항철도구간의 첨두시간, 첨두율 등에 대한 예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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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철도 각 역 및 검암역, 인천국제공항역의 개집계표 현황을 바탕으로 재분석 하였으며, 검암역

의 경우 오전 07~09시 사이에 36.2%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오후에 첨두시간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유를 분석해보면 인천지역에서 서울쪽으로 출근하는 이동자가 아침시간엔 정시성 확보가 가

능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반면, 퇴근시간은 철도의 정시성 보다는 직장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접근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더우기 퇴근 후 귀가시간이 분산되는 현상도 첨두시간

을 형성하지 않는 사유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역의 수송수요는 아침보다는 저녁시간에 집중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요가 오후 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며, 검암역의 출퇴근 이용객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역의 첨두시간 및 첨두비

율은 17~19시까지 24.51%인 것으로 나타났다. 

 2.3.1 차량편성 규모 재 분석

  공항철도구간의 KTX투입시 수송수요 특성상 차량편성 규모와 이용객의 욕구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량1

편성의 KTX-Ⅰ 보다는 10량 1편성의 KTX-Ⅱ가 승객의 서비스 측면에서 유리하나, 공항철도구간에 

KTX투입시 경부고속선 및 호남선에 운행중인 KTX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KTX-Ⅰ, KTX-Ⅱ를 모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공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기존 AREX차량(120km/h) 및 

EMU차량(180km/h)을 투입하고, 전국 직결운행을 위해선 KTX-Ⅰ(300km/h) 또는 KTX-Ⅱ(350km/h)

를 1:1로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공항철도구간만을 운행하는 차량은 기존 AREX차량은 6량1편성, 

EMU차량은 4량1편성, KTX차량은 20량1편성 또는 10량1편성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2. 열차종별 수송규모 재 분석

열차종별
편성

량수

좌석 입석 혼잡율

/승차율
정원(인)

인/량 인/편성 인/량 인/편성

AREX 6 47 282 105 630 150% 1,227

EMU 4 39 156 95 380 150% 726

KTX-Ⅰ 20 935
75%

701

KTX-Ⅱ 10 30(특실), 328(일반) 269

  주) 1) EMU 차량은 신분당선 차량 기준으로 적용, 혼잡율 150%는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광역철도 기준적용

      2) KTX 승차율은 기타 사례(포항직결선 등) 및 코레일 실적을 기준으로 75% 적용

2.3.2 열차운행회수 및 운전시격 재 분석

  KTX 열차의 운행회수는 KTX-Ⅰ(935석)과 KTX-Ⅱ(358석)이 1대 1로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평균좌석수인 647석으로 열차운행회수를 산정하여 첨두시 승차율은 100%, 비첨두시 승차율은 75%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KTX열차의 개통초기(2013년) 첨두시 운전시격은 대안별로 40~60분, 비첨두시 

운전시격은 대안별로 140~168분까지 이격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서 공항철도의 운전시격은 수송수요

에 의한 시격으로 산정시 이용객이 만족할 수 없는 서비스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EMU차량은 운전시격을 감안하여 첨두시 승차율 100%(536석) 기준으로 열차운행회수를 산출하였으

며, 비첨두시는 좌석수(156석) 기준으로 열차운행회수를 산출하였다. EMU승차율도 일반 전동차의 승

차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 좌석수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대안별로 2013년 첨두시 30~40분, 비첨두

시 44~57분으로 EMU역시 이용객이 요구하는 최소운전시격(현행 AREX운전시격 12분)은 되진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항철도구간의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수송수요에 의한 열차운행회수 

산정 보다는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열차운행회수 및 운전시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예를 들면 KTX열차는 1시간에 1~2회, AREX급행열차는 현행처럼 30분 간격, AREX완행열차도 

현행처럼 6~1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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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 상  선

구분
연장(km) 운행시분(분) 평균속도(km/h)

구분
연장(km) 운행시분(분) 평균속도(km/h)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당초 5.61 5.29 63.57 당초 5.62 4.94 68.24

개량 5.53 -0.08 3.92 -1.37 84.61 21.04 개량 5.52 -0.10 3.54 -1.4 93.60 25.36

3. 공항철도 구간의 고속화를 위한 노반, 궤도 및 시스템 개량

  공항철도 고속화를 위해선 노반, 궤도 등 토목적인 측면과 전차선, 신호체계 등 시스템적인 측면을 모

두 개량하여야 KTX 및 EMU(180km/h 급) 등 고속화 차량 도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고

속화 개량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3.1. 공항철도구간 고속화 개량방안

  공항철도 고속화 개량방안으로 첫째 신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 구간을 최단거리로 계획

하고 설계속도를 90km/h~120km/h로 계획하였으며, 구경의선과 신경의선과 연결을 위한 건넘선 분기

기를 고번화(F12, F15, F18.5)하여 당초 연결선 계획보다 약 1.4분 단축하였다. 

표3. 연결선구간 개량 

  둘째 공항철도 구간의 횡단구조물 상부노반 동상발생(운서역~계양역 구간)에 따른 동상방지 대책수

립을 수립하였다. 즉, 11개소에 비동상재료로 치환하였으며, 10개소의 횡단 B(함)위에 비동상재료치환 

및 횡배수공을 설치하여 동상발생 개소를 축소하므로서 현재 60~80km/h 운행속도를 최고운행속도 

200km/h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운행시간은 약 4분 25초를 단축하였고 표정속도를 약 13.1km/h

를 향상 시켰다.

표4. 동상발생구간 동상방지 대책

철도노반의 동상발생현황 철도노반 동상방지대책

  셋째 선형조건을 분석하여 가능한 구간에 캔트량 상향조정(곡선부 10개소, L=11.930km) 및 고탄성 

레일패드 교체로 침목압축응력과 도상압축응력을 향상시켜 열차운행 최고속도를 증가시켰으며, 곡선부 

속도향상으로 운행시간 19초 단축, 레일패드 고탄성화로 운행시간 143초를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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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캔트량 상향 조정 방안

IP No 11 12-1 12-3 12-5 12-7 13 14 17 20 22

속도 210 110 70 80 100 230 181 193 187 187

곡선반경 3,500 1,500 2,000 1,000 1,500 3,200 1,500 2,500 1,600 1,600

부설캔트 41 12 12 11 11 45 95 49 89 67

조정캔트 50 30 20 20 30 96 160 77 160 160

부족캔트 100 65 9 56 49 99 100 100 100 100

횡가속도 0.067g 0.043g 0.006g 0.037g 0.032g 0.066g 0.067g 0.067g 0.067g 0.067g

  넷째 마곡대교 곡선구간은 고속화시 레일두부 횡변위 안전율이 미흡하여 방진체결장치(ALT-Ⅱ)를 

증설하므로서 안전율이 1.3에서 2.6배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안전율 확보에 따른 속도향상이 100km/h 

에서 149km/h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ALT-Ⅱ 증설 계획 및 레일두부 횡변위 안전성 확보 방안

기존 ALT-Ⅱ 부설 현황 (침목간격 : 650mm) ALT-Ⅱ 2배 증설 계획 (침목간격 : 325mm)

침목 배치에 따른 레일두부 횡변위 안전성 검토 결과

구                    분
침목간격 650mm 침목간격 325mm

비고
R=1,200m R=1,600m R=1,200m R=1,600m

검증 속도 (km/h) 149km/h 156km/h 149km/h 156km/h

횡방향하중 (kN) 8.7 8.3 8.3 8.3

레일두부 유효 지지강성 (kN/mm) 2.89 2.89 2.89 2.89

레일두부 

횡변위( )

변위량(mm) 8.7/2.89=3.0 8.3/2.89=2.87 8.7/(2.89×2)=1.5 8.3/(2.89×2)=1.4

안전율 1.30배 1.39배 2.6배 2.8배 4mm이내

  다섯째 고속화에 따른 전차선 개량구간에 설계속도 200km/h까지 수도권형 강관제 브래킷이 적용가

능하나 230km/h 이상 구간은 전라선 순천~여수구간에서 개발시험 운행중인 가고 1,200mm용 

Cako250가동브래킷을 적용하여 고속운행에 따른 이선율 감소 및 안전한 전력 공급을 확보하므로써 열

차속도향상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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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설계속도 증속구간 전차선 개량 방안

구   분
현   재 설계속도 증속구간 개량방안

110km/h 150~200km/h 230km/h

구성도

 Stopper로 허용압상량 100mm 억제

 편위조정시 100mm 간격 이동가능

 곡선당김 상하 및 좌우회전이 가능

 가선진동에 의한 볼트풀림방지너트 적용

구   분 가선선종 장력 Pre-sag 가고 가동브래킷

기존

공항철도
120km/h

전차선 Cu 150mm2

조가선 Bz 65mm2

일괄활차식 

14,000N
- 960mm 수도권형강관제

설계속도

증속구간

개량방안

150~200km/h 변경없음 변경없음 경간/1,000 960mm 수도권형강관제

230km/h 변경없음 변경없음 경간/2,000 1,200mm
CaKo250가동 

브래킷(개발품)

표8. 전차선 개량 구간

구 분 구  간 위  치 연장 비  고

200km/h

김포공항~검암간 27㎞629~28㎞666 약 1.04㎞ ∙사전이도(1/1,000)적용

검암~운서간 35㎞034~40㎞833 약 5.8㎞ ∙사전이도(1/1,000)적용

검암~운서간 44㎞285~51㎞901 약 7.6㎞ ∙사전이도(1/1,000)적용

230km/h 계양~검암간 28㎞563~33㎞133 약 4.57㎞
∙CaKo250 시스템 

∙사전이도(경간/2,000) 적용

3.2. 공항철도 구간 고속화에 따른 시간단축 효과분석

  위 개량 내용처럼 공항철도구간의 고속화를 위해 노반, 궤도 및 시스템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각 단

계별 개량시 KTX열차 기준 열차운전시뮬레이션(TPS분석)을 통해 열차운행시간을 검토하였다. 고속화

를 위한 공항철도구간의 개량전 열차운전시분을 TPS로 분석하면 KTX기준 약 35.8분이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단계 동상발생 21개소를 개량한 결과 이 구간 제한속도가 60~80km/h에서 최고속도 

200km/h까지 운행 가능하였고 개량 전보다 약 4분20초가 단축되어 동상발생 개소 개량으로 고속화전 

대비 약 12%의 운행시간 단축효과가 나타났다.

구 분 고속화 개량전 TPS분석결과

TPS

운전선도

운행거리 56km820

운행시간 35.45min

표정속도 96.16km/h

소요에너지 2252.77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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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동상발생구간 개량 TPS분석결과

TPS

운전선도

운행거리 56km820

운행시간 31.12min

표정속도 109.56km/h

소요에너지 2169.40kWh

  2단계는 동상발생개소 개량, 곡선구간 캔트조정 및 체결구 교체 등 궤도보강으로 1단계 대비 약 20

초가 단축되었고 3단계는 동상발생개소 개량, 궤도보강 및 마곡대교 개량 등에 따른 고속화방안으로 2

단계 대비 3단계에서는 약 15초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단계:동상발생구간+궤도고속화 개량 TPS분석결과

TPS

운전선도

운행거리 56km820

운행시간 30.79min

표정속도 110.72km/h

소요에너지 2040.35kWh

구 분 3단계:동상발생구간+궤도고속화+마곡대교 개량 TPS분석결과

TPS

운전선도

운행거리 56km820

운행시간 30.54min

표정속도 111.64km/h

소요에너지 2065.88kWh

  4단계는 동상발생개소 개량, 궤도보강, 마곡대교 보강, 지상구간 전차선 개량으로 통해 3단계 대비 약 

7초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4단계:동상+궤도+마곡대교+지상구간 전차선 개량 TPS분석결과

TPS

운전선도

운행거리 56km820

운행시간 30.43min

표정속도 112.03km/h

소요에너지 2138.97kWh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1단계 개량이 운전시분 단축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고 4단계 개량시가 가

장 작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1단계~4단계까지 개량함에 따라 단축되는 열차운행시분은 약 5.0분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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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축시간 증가속도 구 분 단축시간 증가속도

1단계 개량시 4분 20초 13.40km/h 3단계 개량시 15초 0.92km/h

4단계 개량시 7초 0.39km/h
2단계 개량시 20초 1.16km/h

1~4단계 개량시 5분 02초 15.87km/h

4. 열차운행시분 산정

  공항철도에 투입이 예상되는 각 열차별 운행시분 즉, KTX(230km/h), EMU(180km/h), AREX 

(120km/h)열차에 대해 선형조건과 가속․감속력, 열차저항(출발, 주행, 구배, 곡선, 터널 등),  운전설비, 

신호제어설비, 전철설비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열차운행시분을 산정하였으며,  

운행시분 산정은 공항철도구간의 고속화를 고려한 노반, 궤도 및 시스템을 개량한 조건으로 열차운전시

뮬레이션(TPS, Train Performance Simulation)을 의해 산정하였다. 또한 이를 기본 운행시분으로 하

여 여유시분 및 정차시분을 가미하였으며, 여유시분은 열차가 서행운전 및 여객취급 등으로 다소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운행시분의 여유를 주므로써 실제 운행시분 및 이례 상

황 발생시를 대비하였고 본 고에서는 4%정도(일본, 불란서, 독일, 영국 등에서는 2~6%정도 여유시분 

고려)의 여유시분을 고려하였다. 

 4.1 현 공항철도 노선 및 열차운행 현황

  현재 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 연장은 1단계 37.6km, 2단계 20.4km로 전구간 총 58.0km이며, 서울

역부터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전체 10개역으로 총 운행시간은 AREX직통열차의 경우 43.5분, AREX완행

열차의 경우 53.0분으로 운행되고 있다. 영업운행시간은 05:20~00:32분까지 총 영업시간은 19시간 

12분이며, 1일 운행횟수 및 운행키로는 다음과 같고 1일 총 영업운행키로는 20,266.0km이다.

표9. 1일 현 공항철도 운행횟수 및 운행키로(평일기준)

열차종별 운 행 구 간
구간거리

(Km)

평균운행

시격(분)

운행횟수

(회)

영업운행

키로(Km)
운행시간

AREX직통  서울역~인천국제공항 58.0 30  66 3,828.0 66:08

AREX일반
 서울역~검암 32.5  6

356 16,438.0 314:40
 검암~인천국제공항 25.5 12

계 422 20,266.0 380:48

  주) 코레일공항철도 수송팀 자료

  공항철도 선로용량은 상․하행 모두 403회로 전동차 선로용량과 비슷하고 최소운전시격은 2.5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07시 및 22시를 기준으로 운행시격이 5.0분에서 6.5분, 7.0분, 8.0분, 8.5분, 11.0분 

등 타력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표10. 선로용량 및 시격

구  분
최소가능

시격

선로용량 설정횟수 운 행 시 격 (분)

상행 하행 상행 하행 계 07이전 07-22 22이후

인천공항-화물청사 2.5 403 403 131 131 262 7.0 8.5 11.0

화물청사-운서-검암 2.5 403 403 131 131 262 7.0 8.5 11.0

검암-계양-김포공항 2.5 403 403 207 207 414 6.5 5.0 8.0

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 2.5 403 403 207 207 414 6.5 5.0 8.0

디지털미디어시티~홍대입구 2.5 403 403 207 207 414 6.5 5.0 8.0

홍대입구~서울역 2.5 403 403 207 207 414 6.5 5.0 8.0

주) 코레일공항철도 수송팀 자료

1688



 4.2 속도제한 조건

  열차운행시분을 산정하기 위해 선로평면도에 의한 곡선반경과 선로종단면도에 의한 선로기울기, 터널․

교량길이, 역간거리 및 역구내배선 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열차운행제약 조건인 선로최고속도, 차량최

고속도와 하구배 및 곡선에 의한 속도제약 조건과 분기기 통과속도 등에 대한 기준설정은 코레일공항철

도공사 ‘운전취급규정’, 한국철도공사 ‘열차운전시행세칙(2010년)’을 기준 등을 참고하여 반영하

였으며, 정거장 통과구간의 PSD와 관련한 속도제한과 마곡대교, 영종대교구간의 속도제한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또한 터널구간 속도제한은 현 전차선로 시스템 조건을 반영하여 120km/h로 제한하였다.

표11. 정거장 통과속도 제한 : 열차통과시 PSD 안전성 고려

구   분 화물청사 운서 계양 김포공항 DMC 신촌 비 고

역사구분 지하역사 지상역사 지상역사 지하역사 지하역사 지상역사

최고속도 108km/h 180km/h 180km/h 108km/h 108km/h - "-"미설치

안정속도 100km/h 170km/h 170km/h 100km/h 100km/h

표12. 교량구간 속도제한

구   분 연 장 교량형식 설계하중 속도제한

마곡대교 2,388.5m 강합성+트러스+강합성 EL-18 180km/h

영종대교 3,520.0m 트러스+현수교+트러스+강합성 Q-25 100km/h  

  주) 마곡대교 시･종점부 곡선구간 궤도구조 검토결과 120km/h 속도제한 발생

  KTX고속열차 정차시분은 출입문구조, 열차제어회로방식 등의 이유로 1.5분으로 산정하였으며, 

AREX차량, EMU차량 등은 간선형전기동차로서 도시철도와 같이 한쪽면 출입문이 4개소로 정차시분을 

0.5분으로 선정하였다.

 4.3 각 열차별 열차운행시분 산정 

  공항철도 구간의 고속화 개량전 KTX열차 운행시분은 검암역 정차를 감안하여 35.45분, 개량 후 30.43

분, 여기에 실제 운전여유시분 4.0%를 감안하여 열차DAI에 적용한 운전시분은 31.59분이다. AREX직행열

차는 위와 같이 검토하여 열차DAI에 적용한 운전시분은 39.05분이고, AREX완행열차 경우엔 각역 정차 

시분 0.5분을 감안하여 열차DAI에 적용한 운전시분은 51.76분이다. EMU열차도 AREX와 같은 조건으로 

EMU직행열차는 32.06분이고, EMU완행열차의 열차DAI에 적용한 운전시분은 43.17분이다. EMU완행열

차의 경우 AREX완행열차에 비해 약 8.6분이 단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3. 공항철도구간 KTX운행시간

구간 거리(km)

열차운행시간(분) 평균속도(km/h)

고속화 개량 전 고속화 개량 후
고속화 개량 후 

4%할증
개량 전 개량 후

직통 서울역~인천국제공항 56.82 32.96 27.65  28.76 103.43 123.30 

완행

서울역~검암 31.34 18.54 16.99 17.67 101.46  110.71 

검암~인천국제공항 25.47 15.41  11.94 12.42 99.17  127.99 

계 56.82
33.95  28.93 30.09 96.17  112.03 

35.45  30.43 31.59 92.27 1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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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공항철도 AREX운행시간

운 행 구 간 거리(km)

열차운행시간(분)

정차시간(분)고속화

개량 전

고속화

개량 후

고속화 개량 

후 4%할증

AREX

직통열차
 서울역(공항) ~ 인천국제공항 58.0 41.44 37.55  39.05 무정차

AREX

일반열차

 서울역(공항) ~ 홍대입구 6.1 5.44 5.44 5.66 0.5

 홍대입구 ~ 디지털미디어시티 3.4 3.34  3.34 3.47 0.5

 디지털미디어시티 ~ 김포공항 10.9 8.49  8.49 8.83 0.5

 김포공항 ~ 계양 6.6 5.29  5.30 5.51 0.5

 계양 ~ 검암 5.5 4.73  4.62 4.80 0.5

 검암 ~ 운서 18.6 13.45  12.34 12.83 0.5

 운서 ~ 공항화물청사 4.3 3.90  3.90 4.06 0.5

 공항화물청사 ~ 인천국제공항 2.6 2.92  2.97 3.09 -

계 58.0
47.56 46.40 48.26 3.5

51.06  49.90 51.76 

표15. 공항철도 EMU운행시간

운 행 구 간 거리(km)

열차운행시간(분)

정차시간(분)고속화

개량 전

고속화

개량 후

고속화 개량 

후 4%할증

EMU

직통열차
 서울역(공항) ~ 인천국제공항 58.0 35.09 30.83  32.06 무정차

EMU

일반열차

 서울역(공항) ~ 홍대입구 6.1 4.38 4.38 4.56 0.5

 홍대입구 ~ 디지털미디어시티 3.4 2.89  2.89 3.01 0.5

 디지털미디어시티 ~ 김포공항 10.9 6.88  6.88 7.16 0.5

 김포공항 ~ 계양 6.6 4.58  4.51 4.69 0.5

 계양 ~ 검암 5.5 4.11  3.80 3.95 0.5

 검암 ~ 운서 18.6 12.56  9.71 10.10 0.5

 운서 ~ 공항화물청사 4.3 3.35  3.35 3.48 0.5

 공항화물청사 ~ 인천국제공항 2.6 2.62  2.62 2.72 -

계 58.0
41.37 38.14  39.67 3.5

44.87 41.64 43.17 

표16. KTX열차 운전선도(고속화 개량후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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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종별
소요

시간

열차운행 대안1 열차운행 대안2 열차운행 대안3 열차운행 대안4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KTX 28.76 60분(1회) 60분(1회) 60분(1회) 60분(1회)

서울EMU 직행 32.06 30분(2회) - - 30분(2회)

EMU완행(검암) 25.37 10회 반복3회 12회 반복2회 - -

EMU완행(인천) 43.17 7회 10회 - -

서울AREX직통 39.05 - 30분(2회) 30분(2회) -

AREX완행(검암) 30.27 - - 10회 반복2회 8회 반복4회

AREX완행(인천) 51.76 - - 8회 14회

평균 운전시격(회수) 4.6분(13회) 4.0분(15회) 4.6분(13회) 5.5분(11회)

5. 열차운행계획 및 열차다이아 검토 

5.1 열차운행 패턴제안

  공항철도구간 KTX투입에 따라 고속열차와 저속열차 및 직행열차와 완행열차가 혼용운행 되는 등 복

잡한 열차운행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공항철도에 투입 가능하고, 고속 및 저속열차 등 열차별 정차

패턴이 서로 상이 하므로 이를 조합하여 열차운행 대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차량투입은 기존 AREX(120km/h), EMU(180km/h), KTX(300km/h)차량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측

되며, AREX차량 투입은 기존 공항철도구간에 현재 투입 가능한 EMU차량이 건축한계, 차량개발, 기존

차량의 내구년한까지 활용성, 새로운 EMU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차량투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였다. 

 「대안1 : KTX + EMU직행 + EMU완행」,       「대안2 : KTX + AREX직행 + EMU완행」,  

 「대안3 : KTX + AREX직행 + AREX완행」,     「대안4 : KTX + EMU직행 + AREX완행」

 열차운전시격은 각 열차운행패턴별로 KTX의 경우 60분, 30분, 20분 간격, EMU직행 및 AREX직행은 

현 공항철도 AREX직통과 같이 30분 간격, EMU완행 및 AREX완행은 현 공항철도 AREX완행처럼 서

울~검암역 구간은 6분~3.5분 간격, 검암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은 12분 간격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5.2 열차다이아 작성

 열차 DAI작성을 위한 열차운행시분은 표13, 표14, 표15와 같이 고속화 개량을 시행한 후 TPS분석을 

통한 운행시분 산출결과에 여유율 4%를 감안한 운행시분을 기초로 열차 DAI를 작성하였다. 운전시격

은 공항철도구간의 최소운전시격이 2.5분까지 가능하므로 각 열차별로 최소운전시격을 3.5분에서 60.0

분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고속열차통과 및 완행열차 대피시 최소운전시격은 안전을 고려하여 3.5분으

로 적용하였다. 경의선 구간의 운전시격은 첨두시 6.7분, 비첨두시 12.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이구간의 시스템 최소운전시격은 여유율을 감안하여 최소 5.0분까지 운행 가능하다.

5.2.1 KTX 60분 시격 투입(AREX직행, EMU직행 각 30분 시격)

  각 열차운행 대안별 KTX열차 60분 시격을 기준으로 열차운행대안 1~4까지 열차 DIA를 검토하였

다. 이때 서울AREX직행, EMU직행열차를 각 각 30분 시격으로 투입하고 AREX완행열차와 EMU완행

열차를 KTX와 직행열차 사이 투입시 시간당 각 열차별 운행회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7. KTX 60분간격 투입시 대안별 운행시분 및 운전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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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격 분석

∙EMU완행:3.5분~13.0분

∙EMU완행:EMU직행

통과시 13.0분

∙완행과 직행간격:10.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 시격 

10.0~13.5분

∙EMU완행:3.5분~10.0분

∙EMU완행:KTX

통과시 10.0분

∙완행과 직행간격:6.5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7.3~11.6분

∙AREX완행:4.0분~17.5분

∙AREX완행:AREX직행, 

KTX통과시 17.5분

∙완행과 직행간격:10.5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10.0~18.3분

∙AREX완행:4.0분~18.0분

∙AREX완행:EMU직행

통과시 18.0분

∙완행과 직행간격:15.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15.3~22.7분

  각 대안별로 열차DIA를 분석한 결과 대안2가 열차별 속도차이가 가장 적고 평행DIA에 가까워 열차

운행회수가 가장 많게(15회/h) 나타났으며, 대안4의 경우, 고속열차와 저속열차의 속도차이가 크게 발

생하여 열차운행회수 손실이 가장 많고 열차운전시격이 분리하며, AREX완행열차 운전시격이 서울~검

암역까지 4.0분~18.0분, 검암역 이후에는 열차회수가 4회/h로 운전시격이 최대 22.7분 까지 이격되어 

사실상 열차운행이 불합리한 서비스 수준으로 분석된다. 대안3의 경우 검암역 이후 운전시격 확보를 위

해서 검암~인천공항구간의 반복운행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대안의 공통점은 고속열차 및 직행열차 사

이에 완행열차가 집중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엔 완행열차 6.0분 간격 운행이 충분히 가

능하고 공항철도 구간의 비첨두시 운전시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18. KTX 60분간격 투입시 대안별 열차다이아 분석

∙KTX:60분 출발, EMU:15분, 45분 출발 ∙KTX:60분 출발, EMU:15분, 45분 출발

∙KTX:60분 출발, EMU:20분, 50분 출발 ∙KTX:60분 출발, EMU:25분, 55분 출발

5.2.2 KTX 30분 시격 투입(AREX직행, EMU직행 각 30분 시격)

  각 열차운행 대안별 KTX열차 30분 시격을 기준으로 열차운행대안 1~4까지 열차 DIA를 검토하였

다. 이때 서울AREX직행, EMU직행열차를 각 각 30분 시격, AREX완행열차와 EMU완행열차를 KTX와 

직행열차 사이 투입시 시간당 각 열차별 운행회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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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KTX 30분간격 투입시 대안별 운행시분 및 운전시격

열차종별
소요

시간

열차운행 대안1 열차운행 대안2 열차운행 대안3 열차운행 대안4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KTX 28.76 30분(2회) 30분(2회) 30분(2회) 30분(2회)
서울EMU 직행 32.06 30분(2회) - - 30분(2회)

EMU완행(검암) 25.37 10회 반복4회 10회 반복2회 - -

EMU완행(인천) 43.17 6회 8회 - -
서울AREX직통 39.05 - 30분(2회) 30분(2회) -

AREX완행(검암) 30.27 - - 8회 반복3회 8회 반복3회
AREX완행(인천) 51.76 - - 5회 5회

평균 운전시격(회수) 4.3분(14회) 4.3분(14회) 5.0분(12회) 5.0분(12회)

운전시격 분석

∙EMU완행:3.5분~8.5분

∙EMU완행:KTX 통과시 

8.5분

∙완행과 직행간격:8.9분

∙검암~인천공항 최대 시격 

11.7~13.5분

∙EMU완행:3.5분~10.0분

∙EMU완행:KTX 통과시

10.0분

∙완행과 직행간격:7.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6.7~11.7분

∙AREX완행:4.0분~17.3분

∙AREX완행:AREX직행, 

KTX통과시 17.3분

∙완행과 직행간격:10.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10.0~18.0분

∙AREX완행:4.0분~19.0분

∙AREX완행:EMU직행, 

KTX통과시 19.0분

∙완행과 직행간격:16.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12.0~20.0분

  KTX열차 운전시격이 30분, EMU급행 또는 AREX급행 운전시격이 30분 간격일 때는 완행열차의 운

전시격을 6.0분 간격 투입시 직행열차 사이 1~2회 정도만 투입 가능하여 공항철도 최소운전시격 2.5분

에 여유시분 1.0분을 고려하여 최소운전시격을 3.5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대안2의 경우 고속, 직행열

차 및 완행열차의 운행패턴이 균형되게 나타나 열차운행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암역 

이후구간에도 최대 운전시격이 12분으로 현 운행시격과 비슷하다. 대안1은 검암역 전까지는 균형된 운

행패턴이 형성되나, 검암역 이후에 불균형된 운행패턴으로 부본선 설치를 통한 열차운행패턴 조정이 필

요하다. 대안3,4의 경우엔 완행열차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검암역 이후엔 열차운행패턴의 불균형으로 

부본선 설치 후 열차운행패턴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대안4가 열차운행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인 열차운행회수는 KTX운전시격 60분일 때와 비슷하다.

  
표20. KTX 30분간격 투입시 대안별 열차다이아 분석

∙KTX:30분, 60분 출발, EMU:15분, 45분 출발 ∙KTX:30분, 60분 출발, EMU:10분, 40분 출발

∙KTX:30분, 60분 출발, EMU:18분, 48분 출발 ∙KTX:30분, 60분 출발, EMU:27분, 57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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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KTX 20분 시격 투입(AREX직행, EMU직행 각 40분 시격)

  각 열차운행 대안별 KTX열차 20분 시격으로 투입시, 서울AREX직행, EMU직행열차를 각 각 30분 

시격 투입이 곤란하여 40분 간격으로 조정하였다. AREX완행열차와 EMU완행열차를 KTX와 직행열차 

사이 투입시 시간당 각 열차별 운행회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1. KTX 20분간격 투입시 대안별 운행시분 및 운전시격

열차종별
소요

시간

열차운행 대안1 열차운행 대안2 열차운행 대안3 열차운행 대안4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운전시격(회수) 반복

KTX 28.76 20분(3회) 20분(3회) 20분(3회) 20분(3회)

서울EMU 직행 32.06 40분(1.5회) - - 40분(1.5회)

EMU완행(검암) 25.37 11회 반복3회 10회 반복2회 - -

EMU완행(인천) 43.17 8회 8회 - -

서울AREX직통 39.05 - 40분(1.5회) 40분(1.5회) -

AREX완행(검암) 30.27 - - 7회 반복5회 8회 반복6회

AREX완행(인천) 51.76 - - 2회 2회

평균 운전시격(회수) 3.9분(15.5회) 4.2분(14.5회) 5.2분(11.5회) 4.8분(12.5회)

운전시격분석

∙EMU완행:3.5분~13.0분

∙EMU완행:EMU직행

통과시 13.0분

∙완행과 직행간격:10.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 시격 

7.4~11.5분

∙EMU완행:3.5분~16.5분

∙EMU완행:AREX직행, 

KTX통과시 16.5분

∙완행과 직행간격:10.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7.4~11.6분

∙AREX완행:4.0분~19.0분

∙AREX완행:AREX직행, 

KTX통과시 19.0분

∙완행과 직행간격:11.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5.8~18.3분

∙AREX완행:4.0분~17.0분

∙AREX완행:EMU직행

통과시 170분

∙완행과 직행간격:15.0분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3.0~19.3분

  KTX운전시격이 20분일 경우엔 EMU직행 및 AREX직행의 운전시격이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조

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만 직행열차의 규칙적인 운전시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안1,2의 경우 KTX 

또는 직행열차 사이로 완행열차의 투입회수는 증가하였으나, 대안3,4의 경우 KTX 및 직행열차가 편중

되게 운행하여야 하고 KTX 또는 직행열차와 완행열차의 교호로 운행할 경우엔 완행열차의 운행회수는 

2회/h~4회/h로 대폭 축소되어 열차별 속도차이에 의한 열차운행회수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검암역~인천공항역 사이 열차운전시격 및 열차운행회수가 저조하며, 특히 대안4의 열차운전시격은 최대 

19.3분, 열차운행회수는 2회/h로 KTX투입에 따른 완행열차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 KTX운전시격 

20분은 완행열차 운전시격 및 검암역 이후의 열차운행 효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KTX운전시격이 20분일 경우엔 신경의선의 운전시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신경의선의 열차운전시

격 첨두시 6.7분, 비첨두시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나, KTX운전시격이 20분인 경우에는 경의선 

열차DIA에 영향을 미쳐 신경의선의 첨두시 운전시격을 6.7분에서 5.0분 간격, 비첨두시 운전시격은 12

분에서 8~10분 간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KTX열차의 지연시 경의선의 열차운행회수는 손실을 

보게 되고 KTX운행이 5.0분만 늦어도 첨두시 경의선의 열차운행회수 1회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KTX

운행시 경의선 운행회수 및 운전시격을 감안하여 신경의선 이용에 따른 신경의선의 열차운행회수 손실

이 최소화 되도록 열차운영계획 수립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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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KTX 20분간격 투입시 대안별 열차다이아 분석

∙KTX:20분, 40분, 60분 출발, EMU:36분, 16분, 56분 출발 ∙KTX:20분, 40분, 60분 출발, EMU:29분, 09분, 49분 출발

∙KTX:20분, 40분, 60분 출발, EMU:29분, 09분, 49분 출발 ∙KTX:20분, 40분, 60분 출발, EMU:36분, 16분, 56분 출발

5.2.4 부본선 설치 검토

  공항철도 구간에 KTX 투입에 따른 고속열차와 저속열차의 운행효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본선 

설치역 검토가 필요하여, 계양역, 청라역, 영종역을 중심으로 부본선 설치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

법은 앞서 검토한 열차운행패턴 중 KTX운전시격 30분 일때 대안2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계양역과, 청라역의 부본선 설치는 현재의 열차운행패턴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종역 

부본선 설치시 EMU완행 열차는 검암역에서 반복운행을 시행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운행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종역에 부본선 설치시 검암역 반복 및 영종역 대피 등이 가능하여 열차운행

계획수립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종역의 부본선 설치를 위해선 영종역사를 기준으로 전후에 종

곡선  위치 조정이 필요하고, 종점부 곡선(R=5,000m)을 조정하여 부본선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23. KTX 30분 시격, 부본선 설치시 열차 DAI

열차종별
소요

시간

열차운행 대안2

운전시격(회수) 반복

KTX 28.76 20분(3회)

EMU완행(검암) 25.37 10회 -

EMU완행(인천) 43.17 10회

서울AREX직통 39.05 40분(1.5회)

평균 운전시격(회수) 4.2분(14.5회)

운전시격 분석
∙검암~인천공항 최대시격 

7.4~11.6분 ⇒ 6.2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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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열차다이아 작성 결과

  KTX운전시격 60분 일때 대안2가 열차별 속도 차이가 가장 적고 평행DIA에 가까워 열차운행회수가 

가장 많게(15회/h) 나타났으며, 대안4의 경우 고속열차와 저속열차의 속도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열차운

행회수 손실이 가장 많고 열차운전시격이 불합리하다. 모든 대안의 공통점은 고속열차 및 직행열차 사이

에 완행열차가 집중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열차 운전시격이 30분일 때 대안2의 경우 고속, 직행열차 및 완행열차의 운행패턴이 균형되게 나

타나 열차운행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암역 이후구간에도 최대 운전시격이 12분으로 현 

운행시격과 비슷하다. 대안1은 검암역 전까지는 균형된 운행패턴이 형성되나, 검암역 이후에 불균형된 운

행패턴으로 부본선 설치를 통한 열차운행패턴 조정이 필요하다. 

  KTX운전시격이 20분일 때 EMU직행 및 AREX직행의 운전시격이 40분 간격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만 직행열차의 규칙적인 운전시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안3,4의 경우 KTX 및 직행열차가 편

중되게 운행하여야 하고 KTX 또는 직행열차와 완행열차의 교호로 운행할 경우엔 완행열차의 운행회수

는 2회/h~4회/h로 대폭 축소되어 열차별 속도차이에 의한 열차운행회수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KTX투입에 따른 신경의선의 전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KTX열차가 60분, 30분일 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KTX운전시격 20분일 경우엔 신경의선의 전동차 운전시격이 첨두시 

6.7분 시격, 비첨두시 12.0분 시격으로 운행될 계획을 첨두시 운전시격 5.0분(폐색분할 최소운전시격이 

5.0분까지 가능), 비첨두시 운전시격 8~10분 간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열차DIA 작성은 같은 조건을 위해 최소운전시격을 3.5분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KTX열차운전시격 

별 대안 설정시 대안2 즉,  “KTX + AREX직행 + EMU완행” 운행패턴이 평행DIA에 가장 가까워 열

차투입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TX운전시격 60분일 경우에는 완행열차의 운전시격을 현

재의 6.0분 운행이 가능하다. KTX운전시격 30분 경우에는 완행열차 운전시격을 6.0분으로 할 경우 열

차운행회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첨두시에는 KTX운전시격 60분, 완행열차 6.0분 시격

으로 운행하고, 첨두시에는 KTX운전시격 30분, 완행열차 3.5분 시격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부

본선 설치 검토는 열차DIA 설정에 따라 약간은 달라 질수 있겠지만 KTX운전시격 30분, 대안2일 때 영

종역에 부본선을 설치하면, 검암역에서 반복운행하지 않고 인천공항역까지 열차운행이 가능하며, 검암역 

반복, 영종역 대피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여 열차운영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6. 결론

 

  공항철도구간의 KTX투입 효과 향상 즉, 고속화를 위해 노반, 궤도 및 시스템의 개량방안으로 「연결

선 분기기 고번화」, 토공 상부노반 동상발생 개소에 「동상발생 방지 대책 수립」, 「캔트량 상향조정 

및 레일패드 교체」로 침목압축응력과 도상압축응력을 향상, 「마곡대교 곡선구간 방진체결장치 ALT-Ⅱ 

증설」로 안전율 1.3에서 2.6배 이상으로 향상, 설계속도 200km/h에서 230km/h까지 증속을 위해

「1,200mm용 Cako250 가동브랫킷」 설치 등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고속화 개량 방안 중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은 토공 상부노반 동상발생 개소에 「동상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 

KTX열차 기준 약 4분20초가 단축되었으며, 전체 고속화개량을 통해 약 5.0분이 단축되었다. 

  공항철도구간의 투입열차에 대한 운전시분 분석시 평면, 종단 선형조건 및 속도제한 등 코레일 공항철

도공사 ‘운전취급규정’과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시행세칙’ 등을 반영하고 고속화개량을 통한 속도

향상을 반영하여 열차운전시뮬레이션(TPS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여유율 4%를 적용하여 운전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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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KTX는 검암역 정차시 약 32분, AREX직행은 39.0분, AREX완행은 51.76분

으로 나타났고, EMU열차의 경우엔 차량개발 사양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나 EMU직행은 약 32.06분, 

EMU완행은 43.17분으로 나타났다. 

  공항철도구간의 고속화개량 후 열차운행시분 및 열차DIA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KTX운전시격은 

60분과 30분 간격으로 투입이 가능하며, 열차운행 대안1「KTX + EMU직행 + EMU완행」과 대안2

「KTX + AREX직행 + EMU완행」가 완행-직행-완행-KTX순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열차운행 효율

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운행 대안 3「KTX + AREX직행 + AREX완행」과 대안4「KTX + 

EMU직행 + AREX완행」은 고속열차와 저속열차가 편중 배치되어 열차운행 효율이 불리하며, 완행열차

와 급행열차의 운전시격이 큰 차이가 벌어져 검암역 이후에는 현재의 열차운전시격 12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열차운행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또한 투입 열차별 열차운행속도 차가 클수록 열차

운행회수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투입 열차간 열차운행속도 차가 적을수록 평행DIA에 가까워 열차 투입회

수가 많고 열차별 운전시격도 균형 배치되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항철도 연결선구간의 차량운행계획은 KTX와 EMU로서 EMU열차의 운행속도가 180km/h이고 

KTX열차의 운행속도도 최대 230km/h 정도이므로 두 열차의 속도차이는 크지 않아 기존 저속용 신호시

스템을 철거 후 고속용 신호시스템으로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AREX차량 존치시 고속열차와 저속열차 

혼용운행에 따른 열차제어시스템 S/W 변경(자동운전, 수동운전)이 필요하고, 고속 및 전동차간 혼용운행

제어관리 S/W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저속전동차 AREX(ATP/ATO)와 고속열차KTX(ATP) 혼용운행을 하

기 위한 국내․외 운영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시스템 개발(S/W), 설치, 시험 및 시운전, 안전성 평가 시행 

필요하다. 또한 공항철도 AREX용 지상설비(Beacon : 지상정보송신장치)와 KTX용 지상설비(발리스 : 

지상정보송신장치)간 주파수 간섭여부 검증과 KTX, AREX 혼용운행에 따른 지상, 차상 장치간 인터페이

스 검증 및 필요시 AREX 차상설비 개수 및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역의 장래 제2공항철도를 고려하여 선 설치한 승강장 및 반복선을 이용하여 KTX열차의 

반복운행을 계획하였으나, 지하공간의 특성을 감암하여 반복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따라서 경부 및 호남선

에서 운행하던 열차가 공항철도에 투입되기전 서울역 또는 용산역 인근에서 오물수거 및 차량정비를 일부 

수행한 후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금회 사용 예정인 KTX반

복선을 용유차량기지까지 연장하여 KTX열차의 반복설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REX열차 노후화에 따라 점차 새로 투입될 열차는 고속화가 가능한 EMU차량으로 교체될 것이다. 향후 

EMU차량으로 교체시 현재 지하터널의 건축 및 차량한계를 고려하여 차량크기 설정이 필요하고 차후 열차

속도별 신호시스템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신호시스템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고속용 EMU차

량 투입시 출입문이 KTX처럼 2개인 경우 고속운행에 따른 밀폐는 용이하나 역간 거리가 짧고 동시에 많

은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선 현 일반전동차와 같이 최소 4개의 출입문을 장착한 차량으로 고상홈과 저상홈

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개발이 필요하다.

  공항철도에 KTX수요가 많지 않다면 KTX산천(10량)만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열차승차율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승강장 확장도 축소하고, 인천국제공항역의 KTX-Ⅰ 투입에 따른 일부 

기둥철거 배제 등 구조물 안전성 및 열차운행 지장도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KTX열차 

운행속도를 축소하여 AREX직행 및 AREX완행열차와 일부 균형을 맞추어 평행다이아에 가깝게 운행한다

면 열차운행회수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항철도 연결선 완공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 또는 목포까지 환승 없는 직결운행은 엄청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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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약이 가능하다. 2004년 4월 KTX개통되기 전까지 경부고속철도 수송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KTX의 속도향상에 따른 시간단축의 효과를 느낀 최근엔 평일에도 승차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엔 추가 열차까지 투입하여 수송수요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객들은 비싼 요금

을 지불하고서라도 빠른 교통수단을 선호하고 있어 시간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의 공항철도 예측수요는 열차회수의 저조 및 주변 개발사업의 지연 등에 따라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항철도 고속화 개량, 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및 KTX 투입 등을 통하여 전국을 연결 운행한다면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수송수요는 증가 할 것이며, 고객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쾌적한 운송수단이 되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은 물론, 타교통수단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공항철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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