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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eration of express train o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Network is centered on the 

Kyungbu and Kyungin lines and the short section between Dongducheon station and Ganyung 

station which is 20.7km long. It is true that the needs of many customers who want to reduce 

their commuting hours by express train is not satisfi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operation of 

express trains be enlarged to Sungbuk station on Kyungwon line which comes to 34.9 km long, 

and to Yangsu station from Youngsan station on Jungang line. The type of operation is mixed one 

with high and low speed trains, which operates express train by use of existing siding tracks 

without improving facilities such as extra building of sidings. This pragmatic study is to apply the 

goal of reducing running time as express train and to suggest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stops, 

effectiveness analysis of express train operation and formation of train diagrams to actual 

operation.

------------------------------------------------------------------------------------

1. 서론

수도권 광역철도는 1974.8.15 서울지하철 1호선(지하청량리~지하서울역)을 중심으로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이 연결(성북~수원 인천)되어 74.1km가 개통되었다. 이후로 광역철도는 양적 질적인 성장을 계속

하여 노선은 294.1km에 이르고 수송인원은 1일 241만인 연간 8억8천만인에 이르는 대규모 수송을 하

는 수도권의 중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운행방법에 있어서 운행시간이 많이 걸리

는 완행위주 운행을 급행위주로 바꾸어 운행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으나 급행열차를 운영

하는 노선은 경인선(용산~동인천), 경부선(서울 용산~천안), 경원선(동두천~가능)의 3개 노선에 불과하

다.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피선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수송수요의 확보, 선로용량의 

제약, 급행통과역의 운행빈도, 차량 및 인력의 확보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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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철도 메트로 계 철도 메트로 계 철도 메트로 계

경인선

1선 213 - 213 201 - 201 103 - 103

2선 269 52 321 277 38 315 293 46 339

소계 482 52 534 478 38 516 396 46 442

경부선

급행 30 - 30 30 - 30 22 - 22

완행 372 38 410 325 50 375 283 52 335

소계 402 38 440 355 50 405 305 52 357

경원선
(지하청량리~소요산)

18
(372)

5
(64)

23
(436)

15
(347)

5
(70)

20
(417)

7
(319)

3
(58)

10
(377)

중앙선
(용산~팔당)

174 - 174 174 174 143 143

안산 과천선 172 112 284 148 92 240 145 88 233

분당선 356 356 328 328 252 252

일산선 98 178 276 82 146 228 64 152 216

합계 1,702 385 2,087 1,580 331 1,911 1,312 341 1,653

<표 2-1> 노선별 요일별 열차운행현황

  본 연구의 대상노선은 2008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개선망 계획』에 의하여 급행

열차 운행노선으로 확정된 경원선과 중앙선이다. 경원선은 동두천~가능 20.7km 구간에서 운영하던 급

행열차를 성북까지 연장하여 34.9km 구간으로 확대 운행하는 방안이고, 중앙선은 용산~팔당 구간에 처

음으로 도입하여 운행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로 진입하는 수요가 많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완행열차 대비 20% 이상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보유중인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추가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사항은 건설되어 있는 대피선을 활용하여 급행열차를 운행

하는 방법으로 수송수요 분석과 적절한 정차 역 선정, 운행효과 분석과 열차다이아를 구성하여 실제 운

영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수도권 광역철도의 열차운영 현황

2.1 노선별 열차운행 현황

  수도권 광역철도는 요일별 수요에 맞추어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의 3가지 형태로 운행횟수를 다르게 

운행 중이며, 1호선과 연결된 경부 경인 경원, 일산선은 3호선과 연결, 안산 과천선은 4호선과 직결 연결

하여 서울Metro와 공동 운행을 하고 있다.

  1일 운행횟수는 평일 2,087회, 토요일 1,911회, 일요일 1,653회의 열차가 운행 중이다. 노선별로는 

평일기준 경인선 534회, 경부선 440회, 경원선은 436회, 중앙선 174회, 일산선 276회, 분당선 356회, 

안산 과천선 264회를 운행 중이다. 세부적인 노선별, 요일별 열차운행현황은 표와 같다.

※ 경원선 ( )내 회수는 실제 운행되나 경부 경인선과 중복 계산되어 있는 회수

2.2 급행열차 운행 현황

  대부분 노선은 완행열차로만 운행 중이고 급행열차의 운행노선은 수도권 광역철도 7개 노선 294.1km 

구간 중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의 3개 노선에서 150.9km 구간을 운행 중이다. 특히 경원선은 동두천역에



노선 운행구간 운행거리
운행회수

(평일)

운행시간(분)
표정속도

(km/h)

정차역

(시 종착 포함)완행 급행
시간단축

비율

경부선
서울~천안(1) 96.6 6 117 83 29.1% 69.8 14

용산~천안 93.4 24 111 88 20.7% 63.7 17

경인선 용산~동인천 33.6 213 58 44 24.1% 45.8 14

경원선 동두천~가능 20.7 4 26 18 30.1% 69.0 4

계 150.9 247

<표 2-2> 급행열차 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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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경부선과 경인선의 급행 운행선로

서 가능역까지 20.7km의 짧은 구간에서 아침 출근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노선별 운행회수는 경부선에 1일 30회, 경인선에는 213회, 경원선에는 4회로 총 1일 247회가 운행 

중이다. 표정속도는 경인선이 45.8km/h이나 각역을 정차하는 용산~구로 간을 제외하면 구로~동인천간 

25.1km은 29분에 운행하여 51.9km/h이고, 경부선은 서울출발이 69.8km/h, 용산출발은 63.7km/h이며, 

경원선은 69.0km/h 이다. 완행대비 시간단축 비율은 용산~천안간이 20.7%, 용산~동인천 간은 24.1%

이다.

  급행열차 운행방식은 경인선은 용산~구로간은 경부3선을 구로~동인천간은 경인1선을 급행열차 전용

선으로 사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경부선은 서울~수원 구간에는 전동차 전용선인 경부2선에 대피선이 없

어 경부1 2 3선을 혼용하여 운행 중이고, 수원~천안 구간에는 대피선이 설치된 전동차 전용선인 경부2

선을 급행과 완행을 혼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경원선은 동두천에서 가능역까지 동일선로에서 급행과 완

행을 혼용하여 운행 중이다. 경부선과 경인선의 급행열차 운행선로는 그림과 같다.



노선
보유 운용 편성수

검수
편성 량수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경부선 52 520 (10×52) 46 43 33 6

경인선 51 510 (10×51) 43 34 29 8

경원선 19 190 (10×19) 16 16 13 3

중앙선 14 112 (8×14) 12 12 8 2

안산 과천선 30 300 (10×30) 26 24 20 4

분당선 28 168 (6×28) 24 24 16 4

일산선 16 160 (10×16) 13 11 9 3

합계 210 2084 180 164 128 30

<표 2-3> 노선별 차량 보유편성 및 운용편성 현황

2.3 차량보유 및 운용 현황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10편성 2,084량이다. 차량은 급행 완행 구분 없이 동일

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차량의 열차당 편성량수 구성은 분당선은 6량, 중앙선은 8량이고 기타 노선

은 10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선 축인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의 운행 차량은 122편성을 보유하고 있

으며 신호시스템과 편성량수가 같기 때문에 상호 혼합운용을 하고 있다. 또한, 분당선과 중앙선은 차장 

없이 기관사 1인이 승무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된 차량이다.

3. 급행열차 운행의 문제점

  급행열차 운행을 제약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1)인프라 구축 2)선로용량의 제약 3)수송수요 확보 4)급

행통과역의 운행빈도  5)정차역 선정  6)차량 및 운영인력 확보이다. 이들 문제는 단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인프라 구축 문제는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동일 선

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급행열차가 완행열차를 추월할 수 있는 대피 추월선이 있어야 하고 본 고에서

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선로용량의 문제는 수송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외곽지역에서는 선로용량은 확보

되나 수송수요 부족으로 운행 빈도가 저하되고, 도심지역에서는 수송수요와 운행 빈도는 확보되지만 선

로용량이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수송수요는 급행통과역의 운행 빈도와 정차역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

소로써 이용 편리성을 좌우하여 이용불만 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급행열차 운행에 있어서 최대 난제

이다.

  운영 중인 노선에서 급행열차의 운행을 확대하는 방법은 완행을 급행으로 전환하거나 운행 중인 완행

열차 외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인 완행을 급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 연구

의 대상노선이 외곽지역으로 수송수요가 적어 운행 빈도가 높지 않은 구간으로 급행통과역의 이용불편

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급행열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방법은 차량과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규 구입, 운영의 효

율성 제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바, 차량의 구입은 추가비용과 제작기간(2년) 필요하여 운행회수 

등의 제한은 있겠지만 가능한 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열차를 운행하고 차량과 운영인력은 운영

의 효율화를 기하여 확보하는 방안이다.



역명 승차 하차 계 역명 승차 하차 계 역명 승차 하차 계

성북 12,499 11,414 23,913 망월사 8,178 8,593 16,771 덕정 5,012 4,962 9,974

월계 7,195 6,780 13,975 회룡 16,342 14,102 30,444 지행 4,755 4,447 9,202

녹천 5,968 4,728 10,696 의정부 20,126 21,917 42,043 동두천중앙 3,309 3,398 6,707

창동 10,388 11,385 21,773 가능 9,816 9,096 18,912 보산 1,389 1,234 2,623

방학 10,606 10,279 20,885 녹양 3,074 2,406 5,480 동두천 2,938 3,352 6,290

도봉 6,329 5,814 12,143 양주 5,419 4,155 9,574 소요산 2,838 2,899 5,737

도봉산 6,699 6,939 13,638 덕계 1,224 1,301 2,525

4. 급행열차 운행방안

4.1 수송수요 분석

4.1.1 경원선

(1) 역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

  성북역에서 소요산역까지의 2007년도 주요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을 보면 성북에서 가능까지는 승하

차 인원이 1만인이 넘고 있으나, 이후 녹양부터 소요산까지는 양주덕정 지행역이 9천인대, 동두천중앙

동두천이 6천인대, 녹양 소요산은 5천인대, 덕계 보산은 2천인대로 서울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적다.

<표4-1> 2007년도 경원선 성북~소요산간 일평균 역별 승 차하 인원

<그림4-1>  2007년 경원선 승하차 인원 현황

(2)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승하차 인원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차인원은 아침시간대 특히 7시와 8시에 집중되어 있으

나 하차인원은 저녁시간인 18시 이후에 많다. 특히 분석구간의 승하차 인원을 대비하여 보면 아침은 승

차가 훨씬 많고 저녁은 하차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구간 이외의 구간인 서울시내 유출입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역명 승차 하차 계 역명 승차 하차 계 역명 승차 하차 계

이촌 4,427 4,734 9,161 청량리 4,932 6,392 11,324 도농 8,796 7,451 16,247

서빙고 2,060 2,155 4,215 회기 27,958 27,813 55,771 양정 761 593 1,354 

한남 4,535 4,618 9,153 중랑 4,021 3,740 7,761 덕소 6,472 6,090 12,562

옥수 2,184 2,079 4,263 망우 4,085 3,972 8,057 도심 1,519 1,253 2,772 

응봉 1,878 1,610 3,488 양원 1,296 1,409 2,705 팔당 934 1,198 2,132 

왕십리 6,314 5,801 12,115 구리 9,442 9,994 19,436

<표 4-2> 중앙선 이촌~팔당간 2007년 일평균 승하차 인원

<그림4-2>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3) 아침 Peak 시간대 승하차 인원

   아침 출근시간대 승차는 서울방향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대부분으로, 시간대는 7시대에 가장 많으며, 

역별 시간당 승차인원은 의정부 회룡가능역 등 일부 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천인 미만이다. 재차인원 

또한 7시대가 가장 많고, 재차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창동역 부근으로 나타난다.

<그림4-3>아침Peak시간대 승차인원 및 재차인원 (동두천→성북 방향)

4.1.2 중앙선

(1) 역별 승하차 및 수송인원

  이촌역에서 팔당역까지의 2007년도 역별 1일 평균 승차인원을 보면 서울시계 내에 있는 이촌에서 망

우역까지의 승하차 인원은 대부분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으나 경기도 지역인 양원에서 팔당까지는 구리

와 도농, 덕소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2)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승하차 인원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차인원은 아침시간대 특히 7시와 8시에 집중되어 있으

나 하차인원은 저녁시간인 18시 이후에 많다. 특히 분석구간의 승하차 인원을 대비하여 보면 아침은 승

차가 훨씬 많고 저녁은 하차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구간 이외의 구간으로 유출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4> 2007년 중앙선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추세

(3) 아침 Peak 시간대 승하차 인원

  아침 Peak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7시대와 8시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특히 회기역의 승차인원

이 다른 역보다 4배 이상 많고, 시간대별 재차인원 역시 7시대와 8시대가 비슷하다. 최대재차구간은 회

기역을 정점으로 왕십리, 옥수까지이다.

<그림 4-5> 아침Peak시간대 승차인원 및 재차인원 추세 (덕소→용산 방향)

  

4.2 차량 확보 방안

  열차의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차량의 확보는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방법과 

개조나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신규구입은 차량구입 비용이 필요하고 구입기간이 2

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광명셔틀 전동열차의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차량을 확보하였다.

  경원선을 운행하기 위한 차량은 전원공급이 AC/DC 겸용이어야 하고 신호방식은 ABS 4현시를 적용

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은 열차당 10량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경부선 경인선



구          분 경원선 중앙선

운  행  구  간 동두천→성북 34.9km 양수→용산 43.9km

운행시간

시간단축비율 완행대비 20%단축 완행대비 20%단축

완행 50분 61분

급행 40분 이내 48분 이내

운  행  회  수 동두천방변 3회, 성북방면 3회 용산방면 2회

운 행 시 간 대 아침출근시간 아침출근시간

<표 4-3> 경원선과 중앙선의 급행열차 운행목표

경원선을 운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112편성이다. 중앙선을 운행하기 위한 차량은 전원공급은 AC  또는 

AC/DC 겸용이고, 신호방식은 ABS 4현시가 적용되어야 하며 열차당 8량 구성으로 차장승무생략을 위

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경부선의 광명셔틀 전동열차는 차량편성이 10량 구성 6편성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노선의 열차당 

승차인원이 적어 이를 4량 구성으로 개조하고 그 결과 4량 구성 7편성, 10량 구성 4편성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차량 10량 구성 4편성 중에서 3편성은 2008년 말 개통하는 천안~신창 간의 전동열차에 충당하

고 나머지 1편성을 경원선 급행용으로 운용한다. 광명셔틀 전동열차에 운용할 예정인 4량 구성 7편성은 

운행구간을 용산~광명에서 영등포~광명으로 축소하여 5편성만으로 운용하고, 잔여 4량 구성 2편성을 

중련하여 8량 구성으로 중앙선 급행용으로 사용한다.

4.3 급행열차 운행목표

  급행열차의 운행목적은 서울외곽지역인 경기지역 이용자를 아침 출근시간대에 빠른 시간에 서울 도심

으로 신속한 수송을 하기 위함이다. 운행시간 목표는 완행의 운전시간을 20% 단축하는 것으로 한다. 운

행회수는 현재 운행 중인 완행열차의 회수는 유지하고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경원선은 현재 2회

를 3회로, 중앙선은 2회를 처음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운행시간대는 아침출근시간대로 제한한다. 운행구

간은 경원선은 대피선이 설치되어 있는 동두천에서 성북까지, 중앙선은 양수에서 용산까지 운행하는 것

으로 하였다.

4.4 정차역 선정

4.4.1 선정 기준

  정차역 선정은 급행열차 운행계획에 있어서 열차다이아 구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선정방법

은 먼저 급행열차 운행목표에 따른 정차역의 수를 정하고 정차역 선정시 고려사항을 순서에 따라 정하

였다. 장래 노선이 연장되거나 노선이 추가 개통될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차역 변경으로 인한 혼

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경원선은 장래 추가 건설되는 의정부경전철의 회룡역이 환승역이 되며, 

중앙선은 경춘선이 개통되면 신상봉역에서 경춘선 및 7호선과 환승되며 용문까지 연장 개통된다.

  정차역 선정방법은 먼저 시 종착역간 운행시간 단축 목표에 따라 정차역수를 정하고 정차역 결정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하였다. 정차역 결정의 순위 선정기준은 급행으로서 효과성과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환승역 ②시간단축 5분 이상 ③기존 정차역(시.종착역 제외) ④승하차 수요 ⑤3역 연속 정차 금지(환



    구분

대안
시간단축 정차 역 통과 역 비고

1안

7역 정차
12분

 동두천중앙, 덕정, 양주, 의정부, 회룡, 

도봉산, 창동 (7역)

 보산, 지행, 덕계, 녹양, 가능, 망월사, 

도봉, 방학, 녹천, 월계  (10역)
선택

2안

8역 정차 
11분

 동두천중앙, 덕정, 양주, 의정부, 회룡, 

도봉산, 방학, 창동  (8역)

 보산, 지행, 덕계, 녹양, 가능, 망월사, 

도봉, 녹천, 월계  (9역)

<표 4-5> 경원선 급행열차의 정차역 대안

승역과 시종착역의 3역 연속은 제외) ⑥지역대표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승하차 수요는 도심권과 광역권을 구분하여 외곽지역과 도심지역의 수요차이가 많음을 감안하였다. 3

역 연속 정차금지는 수요가 많은 경부선이나 경인선에서는 인접역간의 거리를 중점으로 하였지만, 경원

선과 중앙선은 수요가 적은 노선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인접역간의 급행 효과성  당해 역의 완행열차 

운행 빈도  인접역간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 항목이다. 최종적으로 열차다이아 구성의 기

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제외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기준을 요약 정리하면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표정속도 및 운행시간 측면

 - 급행운행 시 종착역간 표정속도 50km/h 이상

 - 운행시간 단축 (시 종착역 기준 20% 이상)

 - 시간단축효과 5분 이상

교통수요 측면

 - 접근성이 좋고, 타선과의 교차하는 지점(환승역)

 - 교통유발이 많은 지역

 - 거점 수송지점

지역적 측면
 - 지역의 대표 역

 - 역간거리와 인접역간 연속정차

운행스케줄 관리 측면  - 열차Dia 구성에서 대피 추월역, 완 급행의 배열 등

<표 4-4> 급행열차 정차역 선정 시 고려사항

4.4.2 정차역 선정

  (1) 경원선

     정차역 선정기준에 따라 정차역 대안을 7역 정차와 8역 정차의 2가지로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2

안(8역 정차)의 방학역은 수송수요는 많으나 열차다이아 구성 결과 후속 완행열차의 운행 지장과 시간

단축효과가 적고 열차의 운행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1안으로 하였다.

  (2) 중앙선

     정차역 선정기준에 따라 정차역 대안을 9역 정차와 10역 정차의 2가지로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1

안(9역 정차)을 선택하였다. 2안의 망우역은 2010년 경춘선 개통 시 영업예정인 신상봉역과 불과 600

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신상봉역은 경춘선과 7호선이 동시 환승이 가능하고, 망우

역은 경춘선과 환승은 되지만 중앙선 승강장과 거리가 멀고, 망우역 정차열차는 승강장 진입 시 

20km/h의 속도제한이 있어 시간손실이 크다. 두 역을 모두 정차시킬 경우 표정속도의 저하와 급행운행

효과가 적어 두 역중 신상봉역 정차가 합리적이다.



    구분

대안
시간단축 정차역 통과역 비고

1안

9역 정차 
13분

 도심, 덕소, 도농, 구리, 회기, 청량리, 왕

십리, 옥수, 이촌 (9역)

 운길산, 팔당, 양정, 양원, 망우, 

중랑, 응봉, 한남, 서빙고(9역)
선택

2안

10역 정차
12분

도심, 덕소, 도농, 구리, 망우 , 회기, 

청량리, 왕십리, 옥수, 이촌 (10역) 

 운길산, 팔당, 양정, 양원, 중

랑, 응봉, 한남, 서빙고 (10역)

<표 4-6> 중앙선 급행열차의 정차역 대안

  

4.5 급행운행 효과

  급행운행의 효과분석은 급행운행으로 인하여 수송수요가 변하지 않고 급 완행의 이용수요는 같다는 전

제하에 첫째는 시간단축과 표정속도향상, 둘째는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총 통행 인-시간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1) 구간별 시간단축 효과

  노선별 시 종착역간 급행열차운행효과는 시간단축은 경원선 12분, 중앙선 13분이고, 표정속도 증가는 

경원선 14.3km/h 중앙선 11.7km/h이다. 주요 구간별 효과는 표와 같다.

노선 운행구간 운행거리

운전시간(분) 표정속도(km/h)

완행 급행 단축
시간

단축비율
완행 급행 증가

경원선

동두천~성북 34.9 49.0 37.0 12.0 24.5 42.3 56.6 14.3

덕정 ~ 성북 25.3 36.5 28.0 8.5 23.3 41.1 54.2 13.1

양주 ~ 성북 17.1 28.0 21.0 7.0 25.0 36.6 48.9 12.3

의정부~성북 13.0 21.0 16.0 5.0 23.8 37.1 48.8 11.7

중앙선

양수 ~ 용산 43.9 61.0 48.0 13.0 21.3 43.2 54.9 11.7

덕소 ~ 용산 29.9 45.5 36.5 9.0 19.8 39.4 49.2 9.8

도농 ~ 용산 23.9 38.0 30.0 8.0 21.1 37.7 47.8 10.1

구리 ~ 용산 22.2 35.0 27.0 8.0 22.9 38.1 49.3 11.2

<표4-7> 경원선과 중앙선의 운전시간 단축과 표정속도 증가

(2) 총 통행 인시간

  현재와 같이 운행할 때와 급행열차를 추가로 운행할 경우에 대하여 6시부터 9시까지 총 통행 인시간

을 비교한바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경원선은 12,552인시간, 중앙선은 3,641인시간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편익으로 환산하면 경원선은 1일 3,168만원, 연간은 79억2천만원, 중앙선은 1일 919만

원, 연간은 22억9천만원의 편익이 있다. 



<그림 4-6> 경원선 열차다이아

구분

노선

총 통행 인-시간 (6시~9시) 급행 운행시 편익 (원)

급행 운행 미 

시행 시

급행 운행 

시행 시
절감효과 시간당 단가1) 일간 년간2)

경원선 93,026 80,474 12,552 2,524원 31,681,248 7,920,312,000

중앙선 41,862 38,221 3,641 2,524원 9,189,884 2,297,471,000

<표 4-8> 급행운행으로 인한 효과

4.6 열차 다이아 구성

4.6.1 경원선

  경원선의 열차는 경인선과 경부선이 1호선을 통하여 상호 직결운행을 하고 있다. 회차지점은 경부선

은 청량리 성북, 경인선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소요산이다. 열차를 배열할 때는 회차 지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부 경인 방면의 운행열차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1호선에서 평균 3분 간격을 유

지하고, 방향별로는 경인선과 경부선 방면이 각각 6분 간격을 유지하도록 열차를 교호로 배열하였다.

  급행과 완행의 배차간격은 동두천출발 기준 급행 40분, 완행 10분으로 하여 배열하였으며, 대피역은 

양주역과, 도봉산역으로 하였다. 다만, 양주역에서는 실제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착 후 출발을 위하

여 회차하는 시간에 급행열차가 운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양주역과 도봉산역에서는 완행과 급행은 

같은 승강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상호 환승을 할 수 있다. 열차다이아 구성은 그림과 같다.

4.6.2 중앙선

  중앙선은 용산역에서 팔당을 거쳐 2008.12월 국수까지 개통되는 노선으로 환승역이 많은 노선이다. 

1)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부,2007) p205 표 4-35 철도승객의 시간가치 일반철도의 비업무통행 기준 적용

2) 급행열차의 운행일을 평일에만 운행하므로 연간운행일수는 250일 적용



<그림 4-7> 중앙선 열차다이아

회차지점은 덕소, 팔당, 국수이다. 열차다이아 작성시 중앙선에서의 제약요인은 용산역 회차용량 부족, 중

장거리 일반열차와 동일선로의 사용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어려움이다. 중앙선은 중장거리 일반열차와 동

일선로를 사용함에 따라서 상호 경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침 출근시간대에 덕소에서 청량리 사

이에서는 일반열차가 추월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열차지연 방지와 배차간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급

행열차의 배차는 7시대와 8시대에 각각 1회씩 하였다. 대피역은 팔당, 덕소, 양정, 양원, 망우역이 가능하

나 열차배차간격과 열차대피회수 및 단축운행시간을 고려할 때 망우역이 최적이었다. 급행과 완행이 동일 

역에서 정차는 되지 않아 급완행 간 환승은 다른 역에서 이루어진다. 열차다이아 구성은 그림과 같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따라 경원선과 중앙선에 급행열차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급행열차의 운행은 표정속도의 향상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 수송수용의 증

가 등 운영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급행열차 운행목표는 시간단축효과를 완행대비 20%로 설정하

였으며 그 결과 정차역은 완행대비 약 50%이었다. 급행운행 효과는 시간단축에서 경원선은 12분, 중앙

선은 13분이 되었으며, 총 통행인시간에서 경원선은 12,552인시간, 중앙선은 3,641인시간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어 편익이 년간 경원선 79억원, 중앙선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급행운행의 효

과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행열차로 운행하면 이와 같이 많은 편익이 발생함에도 아침 피크시에

는 선로용량의 제약, 평상시간대에는 외곽노선으로서 수송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부담 및 운행 빈도 저

하, 차량 및 인력확보 등에서 제약이 많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철도 외적인 요인은 분석하지 않고 철도 내에만 한정하고 급행운행으로 인한 교통수

단의 선택변화와 수요증가, 도로교통의 감소에 따른 편익의 증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또한 운영기

관의 운영비용과 수익성 측면은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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