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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ng an appropriate railway system in urban railway project is an important step for an efficient public 
transport policy. This paper attempts to solve the railway system selection problems in the (pre)feasibility study 
or preliminary research of urban railway project, by the rough transportation demand forecasting and financial 
analysis. There are two stages in this paper: in stage one, we review the worthwhile and various criteria which 
presented in precedent studies; whereas in stage two, an structured selection criteria is proposed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railway system in urban railway project. 
  The utilization of the proposed criteria is demonstrated with the case of a newtow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how that proposed criteria can be used to make the rational decision for governmental financial 
condition and social benefit.

1. 서론

본 논문은 도시 대중교통정책 수립시 도시철도시스템의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조사 등의 계획단계에서 도시철도시스템을 선정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구조화하며, 수도권에 입지할 예정인 A신도시를 대
상으로 하여 선정기준에 따른 적정 도시철도시스템을 사례분석하였다.

도시철도 계획시 검토되는 도시철도시스템에는 중량전철, 철재차륜 경량전철, 고무차륜 경량전철, 모
노레일, LIM 경량전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등이 있다. 도시철도 계획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각 차량의 시스템 특성과 해당 도시여건을 기초로 도시철도 시스템이 선정되고, 이 시스템을 토대로 수
송수요예측, 노선계획, 운영계획,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여부가 경
제성 분석 결과나 사업성 분석 결과에 의존하다 보니,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차원에서 당초의 
시스템보다 저렴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정은 근래에 도시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도시의 재정건전성을 초기부
터 반영하지 못하여 도시재정 여건상 도시철도사업 추진이 곤란한 도시에게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시스템 선정단계에서 개략적 수송수요예측을 시행
하여 선택가능한 시스템들을 먼저 설정한 후, 도시재정과 사회적 편익(경제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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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시스템 선정시 고려항목

2.1 도시 및 지역 여건 측면
가. 공간구조

도시구조가 단핵형태인 경우와 다핵형태인 경우에 도입가능한 도시철도 시스템은 상이하게 된다. 단핵 

도시에서는 도시내 핵을 연결하는 도시내 순환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도시내 순환

교통시스템은 트램, BRT와 같은 노면교통시스템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은 교통축을 운행하는 BRT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반면 다핵 도시에서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시스템으

로서 트램, LRT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은 중량전철, BRT를 우선 고

려할 수 있다.

나. 유형
도시 유형이 기존 시가지 내지 신시가지형인 경우에는 기존 도시체계를 유지하므로 BRT, 트램, LRT

를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노면교통시스템의 경우 도로차로의 확보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신
도시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심과의 연계에 효율적인 BRT, 트램, 중량전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다. 기능 특성
도시 기능이 복합적인 종합도시의 경우, 인구규모가 크고 통행수요가 많이 발생되므로 BRT, 트램, 

LRT, 경량전철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산업도시의 경우에는 업무통행의 비중이 높고 주변 도시에서의 
출퇴근 통행량이 많으므로 BRT, 트램, LRT를 우선 고려할 수 있고, 관광도시의 경우 주변 도시에서의 
원활한 수송과 도시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BRT, 트램, LRT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라. 노선 통과지역 특성
첨단산업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소음, 진동, 

미관 등이 주요한 고려 항목이 된다. 

2.2 이용자 측면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있어 주요 고려항목은 시스템의 서비스 질이다. 도시철도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우수한 서비스 항목은 정시성, 신속성, 승차감, 안전성 등이 있고, 이와 무관하게 각 도시철도 시스템간
에 비교될 수 있는 항목으로서 환경성, 승하차 편리성 등이 있다.

2.3 운영자 측면
도시철도를 운영하게 되는 지자체 산하 운영조직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있어 주요 고려항목은 시스템

의 운영 용이성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 선정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저렴성, 수송수요 변화에의 대
응성, 차량 검수 및 정비의 용이성, 부품공급 용이성, 시스템 연계 활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4 지자체 또는 정부 측면
사업비, 시스템의 신뢰성, 소음, 진동, 공사중 불편정도, 소요 점유부지 확보 용이성, 교통체계 효율성 

등이 고려할 항목이다. 

3. 도시철도시스템 선정 방법론

3.1 단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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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철도 정책목표 확인
노선축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도시철도시스템의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철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확인이 중요하다. 도시철도 도입의 가장 주된 목표가 도로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량수송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인지, 도시이미지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함인지, 연계철도 시스템 구축인지, 고급화된 교통수단의 공급인지, 경제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인지에 따라 도입가능한 시스템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나. 개략 이용수요와 시스템 용량 비교
도시철도 계획을 포함하여 교통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중 하나가 교통체계의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투

입되는 자원물 대비 산출물이 극대화되거나, 얻을 수 있는 산출물 대비 투입가능한 투입물을 최소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차량시스
템의 용량이 이를 이용하려는 교통수요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철도사업에서 도시철도
시스템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의 이용수요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교통수요 예측은 교통시스템의 서비스 공급특성인 요금, 소요시간, 환승정도 등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 즉 시스템 및 노선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시스템 선정
과 교통수요 예측의 실행에 대한 순서가 계속 순환되어야 하는데, 대중교통 계획에서 노선계획이나 교
통수요예측에 소요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순환과정을 거쳐 각 결과 값을 계속 수렴
하여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개략 계획을 통해 역간 거리와 표정속도를 산정한 후, 이
를 근거로 도시철도 이용객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개략 이용수
요는 철도시스템별 용량과의 비교를 통해 이용객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지닌 시스템들을 선별하는 
데에 사용된다.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2009)에 의하면,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간 방향당 첨두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1만명 이내인 경우 경량전철을, 2~4만명인 경우 중량전철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기본계획’(2006)에서는 대상축의 대중교통수요를 산출하여 각 시
스템별 수송용량 범위 내에 대중교통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시스템을 선정하도록 한 바 있다.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방향당 첨두 최대 혼잡구간의 수송수요가 5,800~10,800명인 경우 경량
전철을, 10,800~18,000명인 경우 중형전철을, 16,000~26,900명 수준인 경우 중량전철을 제안하고 있다. 

도표 1. 도시철도 수송수요별 도시철도시스템 기준
구분 경량 철 량 철

교통수요

 시간 방향당 첨두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
  1만명 이내
※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미달
   하더라도 적용

 시간 방향당 첨두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 
  2~4만명
※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미달 
   하더라도 적용

도시규모

 인구 100만명 이상
※ 인구규모가 미달하더라고 교통수요 
   충족시 예외

 인구 50만명 이상
※ 인구규모가 미달하더라고 교통수요 
   충족시 예외

재정여건
 국고 및 지자체 자기자금 90% 이상
 부채성 자금 10%이내

      주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2009)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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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버스 BRT 경량전철
(LRT)

중량전철
초급 중급 상급 MRT HRT

수송량
(인/시/방향)

1,500~
1,800

1,800~
3,000

3,000~
4,500

4,500~
7,200

5,800~
10,800

10,800~
18,000

16,000~
26,900

도표 2. 교통수단별 수송용량 

    자료 :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 2006

도시철도 사업의 제약요인 또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자체 내지 사업주체의 재정건전성의 
점검은 시스템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된다. 예산에 여유가 있고 운영단계에서의 적자발생에 
대한 재정적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재무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서도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도시철도 운
영기관의 수지상태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이용수요에 적합한 시스템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최소 약 2백억원에서 최대 약 2천3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상
황은 새로운 도시철도사업의 투자나 교통시스템의 선정이 도시의 재정건전성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도표 1.에 따르면 민자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 의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사업의 재정여건은 국
고 및 지자체 자기자금이 90% 이상이고 부채성 자금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사업추진 주체가 지자체
인 경우 이의 충족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30%의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려할 항목이 도시철도의 운영비이다. 도시철도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도시
철도의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현실이다. 

도표 4.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당기순이익(2008)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

철도공사
부산

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구도시
철도공사

광주도시
철도공사

대전도시
철도공사

백만원 -143,855 -230,475 -80,774 -34,837 -168,344 -23,722 -58,667
 주 : 각 공사 손익계산서에서 정리

다. 기하구조 등 기술적 적합성 검토
세 번째 단계는 도시철도 노선의 물리적 요소인 기하구조나 차량시스템 특성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단

계이다. 도시철도 공사가 대부분 도로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의 용이성에 있어서 도로의 
폭원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시스템 차 로 수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일방향 3차로 이상

(정거장 구간을 고려할 경우 약 35m 이상의 도로 기하구조 필요)
경량전철 교각설치시 25m 이상의 도로 기하구조 필요

(지하일 경우, 최소 20m 이상 필요)
중량전철 지하일 경우, 최소 20m 이상 필요

도표 3. 기하구조 합성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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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m 3.25m 3.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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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m

0.5m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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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전철 지하구간 단면 검토 >

4.0m 4.0m8.6m

CL

3.0m

0.5m

2.5m

20.0m

3.25m 3.25m 3.25m

0.5m

3.25m

0.5m

CL

16.6m

< 경량 철 지하구간 단면 검토 >

그림 1. 정거장 및 지하구간 단면

3.2 A 신도시 사례 분석
가. 도시 여건
이상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A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A 신도시는 서울에 근접

하여 있고, 계획인구 약 20여만명의 주거중심 도시이다. 상업, 업무, 관광 등의 기능은 신도시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남북축으로 형성된 간선 trunk line이 신도시 남측에 동서방향을 형성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이다. 신도시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는 해당 도시의 도시철도를 A 신도시로 연장, 
간선 trunk line을 따라 건설하여 도심 및 서울과의 연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나. 사례 분석
(1) 도시철도 정책목표 
해당 지자체의 도시철도 정책목표는 A 신도시의 성공적 분양과 A 신도시의 부도심적 기능 부여에 따

른 대중교통망 구축에 있다. 이러한 목표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시스템의 적용, 수송수요에 적
합한 용량을 지닌 시스템의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개략 이용수요
 A 신도시의 죤별 세분화 및 죤별 통행발생량 예측을 통하여 역의 입지를 결정하고, 인근의 중형전철  

도시철도 역과 연결하는 개략 노선계획을 수립한 후, 차량표정속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근거로 개략 수
송수요를 산출한 결과,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의 방향당 수송수요가 2021년 6,647명, 2036년 6,749명으
로 각각 산출되었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2009)에 의하면, 이 수치는 경량전철을 건
설하기에 적은 수요이지만, 예외의 경우로서 수요미달이더라도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도입을 불
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다. ‘대중교통기본계획’(2006)에 의하면, 경량전철을 도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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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은 현재 양호하지 않아 추가적 도시철도사업에의 투자 및 운영적자가 도시 재정건

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위해 중형전철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재

정적 여건이나 수송효율성 측면에서 경량전철로 추진하는 방안이 선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하구조 등 기술적 적합성
왕복 8차선의 간선 trunk line에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기하구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 
도시 대중교통정책 수립시 도시철도시스템의 선정은 해당 도시철도사업의 경제성과 성공적 수행에 있

어 중요한 단계이지만, 도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철도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조사 등의 계획단계에서 도시철도시스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 가운데 도시대중교통 정책목표 검토와, 개략적 수송수요예측 결과로부터의 선택가능한 
시스템들의 설정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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