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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ntration of people in urban areas and development around Metro

make exceed the passenger number which was calculated when the

Metro station was built, in the result the Metro stations are crowed

this is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tro station's congestion in

urban areas for ensuring the passenger safety, the space of evacuation

path and promoting the more pleasant riding environment with an

environmental- friendly approac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문요약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와 역세권 주변 개발 등으로 다수의 역사가 건설당시 추정

이용승객을 초과하여 혼잡한 실정으로 이에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과 비상대피 공

간확보, 쾌적한 승차 환경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도심지 지하철역사의 혼잡도

개선 관한 연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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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 지역 균형 개발로 이용승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당시 예측인원

을 상회하는 과밀현상으로 출⋅퇴근시 혼잡도가 가중되어 지하철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하역사의 혼잡도 가중에

따른 출⋅퇴근시 역사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

로 종합방재계획 수립 및 비상대피계단 등 재난시 방재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본 연구은 지역여건 변화에 의한 수송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발생시 대피공간을 확보하며 역사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며, 사업비

절감을 위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여 역사시설물에 대한 환승불편, 혼

잡도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이용승객의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고 역사시설물

에 대한 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1.2 연구의 범위

 교대역

교 대 역

1.3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가. 연구의 목표

- 미래지향적인 시설개선으로 신개념 정거장 계획 도입 및 친환경적인 역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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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승객의 편의성 제공 및 동선, 역무

기능의 단순화로 통로용량 확보

- 선진 방재기술 도입 및 방재기능 강화로 승객의 안전확보

나. 연구의 기대효과

- 내부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서비스수준 확보 및 재난시 방재 취약부 개선

- 변경된 수송 수요에 따른 통로용량 확보로 쾌적한 보행통로 제공

- 수익사업 개발 및 운영 개선효과 기대

1.4 연구내용

∙ 승강장 및 내부계단 서비스 등급 향상

∙ 첨두시간대 승강장 혼잡도 개선

∙ 지하철 환승시설 및 혼잡역사 개선

∙ 사업성 분석을 통한 민자 유치가능성 검토

2. 정거장 서비스 수준 등급 기준 

2-1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 국토해양부 고시(‘02. 11)」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대기

공간

자유흐름의

영역

(1.3㎡/인 이상)

타인을 무리없이

통과 가능

(1.3~1.0㎡/인)

타인 통과시

불편을 끼침

(1.0~0.7㎡/인)

타인과의 접촉

없이 대기 가능

(0.7~0.3㎡/인)

타인과의 접촉

없이대기불가능

(0.3~0.2㎡/인)

타인과밀착, 심리

적 불쾌상태

(0.2㎡/인 이하)

보행

로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3.5㎡/인 이상)

정상속도로

추월 가능

(3.5~2.5㎡/인)

추월의 자유도

제한

(2.5~1.5㎡/인)

보행속도 제한

(1.5~1.0㎡/인)

자신의 보통

보행속도 불가

(1.0~0.5㎡/인)

떠밀리는 걸음,

정지상태

(0.5㎡/인 이하)

계 단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2.0㎡/인 이상)

정상속도 가능,

대항시 다소 혼란

(2.0~1.5㎡/인)

타인추월

곤란,속도제한

(1.5~1.0㎡/인)

보행속도 제한,

대항시 교통혼라

(1.0~0.7㎡/인)

계단보행의

최저치

(0.7~0.4㎡/인)

교통마비상태,

떠밀리는 상태

(0.4㎡/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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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 준
공간모듈 유동계수 상 태 (보행공간 기준)

A
3.5㎡/인

이상

20인/m-분

이하

보행속도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B
2.5～

3.5㎡/인

20～30

인/m-분

정상적인 보행속도를 유지

하여 보행공간 통과 가능함.

C
1.5～

2.5㎡/인

30～45

인/m-분

보행자가 각자의 보행속도

를 유지하거나, 상대편을 추

월할 때 약간의 제한을 받

음

D
1.0～

1.5㎡/인

45～60

인/m-분

상대편 추월시 충돌할 위험

이 있는 상태로서 이동시

제한을 받음

E
0.5～

1.0㎡/인

60～80

인/m-분

모든 보행자는 보행속도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

F
0.5㎡/인

이하

80인/m-분

이상

보행로의 허용한계점에 도

달한 상태로, 모든 보행자의

보행속도는 극도의 제약을

받으며 보행공간의 마비상

태임

    ☞ 기 준 : 내부계단 (D급 이상), 환승통로 (E급 이상)

  2-2. 피난시간 기준

○ 승 강 장 : 4분

○ 안전구역 : 6분

    ※ 국토해양부(‘02. 11고시)에서 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에 “승객이 4분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

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3. 현재 실태 검토 및 분석

○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와 역세권 주변 개발 등으로 다수의 역사가 건설당시 

추정 이용승객을 초과하여 혼잡한 실정임

○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과 비상대피 공간 확보,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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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 통로용량 확보 기본구상 결과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기준 D등급에 미달하는 혼잡역사 : 17개역 1)

※ 지하역사 95개소 역사중 서비스 기준 미달 및 긴급대피시간을 초과

역사는 장래「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의 목표 년도 2020년

기준하여 조사됨

3.1 현재 입지조건 분석

∙ 동서축 서초로와 남북축 우면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밀집지역으

로 서울지방법원, 법조단지 및 서울교육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부도심 상업지구로 지하철 2, 3호선과 주변 배후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1) 혼잡개선 대상 17개역사 (4개역 : 공사중, 4개역 : 착공예정, 2개역 : 기본계획용역 예정)

그룹 개선
순위 역사명 형식

구               분

비 고승강장
(D미만)

계단
(D미만)

환승통로
(E미만)

피난시간 예상사업
비 (억원)승강장(4분) 안전구역(6분)

Ⅰ 1 신도림② 섬 식 F E B 3.50 6.73 1,600
공사중

(‘08.3.14~’12.4.28)

Ⅱ

2 교대③ 섬 식 E F F 2.63 7.25 236
공사발주 : 3월 예정
(공사기간 :
‘11. 3~’14. 4)

3 교대② 상대식 E E D 2.83 4.88 243

4 서울① 섬 식 F E F 3.97 5.68 765

5 서울④ 섬 식 E C F 1.60 5.77 263

Ⅲ

6 동대문운④ 섬 식 E D F 1.24 4.32 490

7 동대문운② 섬 식 E C F 1.95 5.23 184

8 종로3가① 상대식 E C C 2.34 4.21 252 ‘11년 기본계획 예정

9 종로3가③ 섬 식 F E D 4.53 6.93 2,438

10 사당④ 섬 식 D E C 3.37 5.20 21

11 을지로3가② 상대식 C B B 2.34 7.76 20

Ⅳ

12 시청① 상대식 E D F 2.71 4.80 190 공사중
(‘10.3.19~’13.3.2)13 시청② 섬 식 E D F 2.21 5.34 1,777

14 역삼② 상대식 E B - 2.15 4.92 297 ‘11년 기본계획 예정

15 강남② 상대식 E C - 2.14 4.26 236 공사중(‘10.4~’11.12)

16 고속터미널③ 상대식 E B C 1.22 5.86 288

17 종각① 상대식 E A - 1.41 4.28 191

계 9,491

 ※ 을지로3가②역은 외부계단, 사당④역은 내부계단 확충 구조개선의 필요성으로 혼잡

역사에 포함

【피난 시간】

- 건설당시「긴급대피피난시간」기준은없었으나, 장래「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2001~2020)」의

목표년도인 2020년기준으로는 7개 역사로 조사됨

(을지3가, 서울대입구, 봉천, 신도림, 종로3가, 교대, 남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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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으며, 업무와 상업이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음.

<그림 3.1> 교대역 주변 현황도

∙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며, 서울지방법원, 법조타운 및

업무시설 등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

∙ 교대역(②,③)의 지하철출입구는 총 14개소이며 이중 2호선의 지하철

출입구 11개소는 서초로(왕복8차로) 강남방면으로 집중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3호선의 지하철 출입구 3개소는 우면로(왕복6차로)

교대방면으로 집중되어 설치되어 있음.

∙ 지선(마을버스 포함)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체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버스정류소가 교차로 주변으로 산발적으로 설치 운영됨으로서

주변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

∙ 교대역앞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관계로 보행자 및 환승객은

지하철출입구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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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교대역앞 대중교통환승체계 현황

3.2 버스이용현황

∙ 교대역앞 버스정류장은 총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노선수 및 첨두

시간대 버스운행대수는 다음 <표 3.1>, <그림 3.2>과 같음.

<표 3.1> 교대역앞 버스운행현황

버스유형

번호1)
서 울

경기, 인천
기타

(마을버스)
계

광역 간선 지선 소계

1 - 1 - 1 1 - 2
2 - - 1 1 - - 1
3 - - 1 1 - - 1
4 - - - - - 2 2
5 - 1 - 1 3 1 5

6 - - - - 2 - 2
7 - - - - 1 2 3
8 - - - - - 3 3
9 - - - - - 1 1
10 - - - - - 2 2
11 - - - - - 1 1

12 - - - - 1 - 1
계 - 2 2 4 8 12 24

주 : 1) 버스정류장 번호이며 정류장 위치는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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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교대역앞 버스운행현황

3.3 시설이용 현황

가. 지하철 수송객 추이
∙ 최근 10년간 지하철 1～4호선 수송객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1호선과

4호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호선과 3호선은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음.

∙ 2006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지하철 1～4호선의 수송객은 연평균

0.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 지하철 1～4호선 년간 수송객 추이

(단위 : 천인/년)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계

1997년 183,609,058 619,405,286 247,367,918 304,435,957 1,354,818,219

1998년 178,680,186 595,319,840 234,009,772 298,267,953 1,306,277,751

1999년 175,961,957 601,462,368 227,610,899 296,685,144 1,301,720,368

2000년 176,766,072 656,566,816 237,668,711 298,717,108 1,369,718,707

2001년 174,659,816 676,270,467 259,142,418 305,665,098 1,415,737,799

2002년 171,060,762 692,766,114 265,141,674 310,747,401 1,439,715,951

2003년 166,914,137 692,287,339 263,872,678 306,221,692 1,429,295,846

2004년 172,081,871 703,795,715 265,398,537 312,582,544 1,453,858,667

2005년 171,943,936 698,775,955 259,165,710 306,528,741 1,436,414,342

2006년 169,903,083 699,222,041 257,543,491 304,327,475 1,430,996,090

연평균증가율 -0.89% 1.36% 0.45% -0.004% 0.61%

자료: 2006년도 지하철수송계획, 서울메트로, 2006,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자료실 2006년 수송실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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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하철 1～4호선 년간 수송객 추이

나. 승하차인원 현황

∙ 월별 승하차인원을 살펴보면 3월이 가장 승하차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서울역외 2개역 승하차 및 환승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교대

역2호선 > 교대역3호선 > 서울역 1호선 > 서울역 4호선 > 청량리역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 지하철 1～4호선 월별 승하차인원 현황(2006년)

(단위 : 천인/월, 천인/년)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계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1월 9,720 9,495 42,482 42,924 15,273 15,248 18,189 18,318 85,664 85,985

2월 9,149 8,944 41,948 42,418 15,003 14,983 17,897 18,035 83,998 84,381

3월 9,491 9,312 47,155 47,667 16,876 16,849 20,344 20,436 93,866 94,263

4월 9,287 9,100 44,747 45,282 16,135 16,183 19,586 19,708 89,755 90,272

5월 9,693 9,543 46,330 46,962 16,793 16,834 20,590 20,709 93,405 94,047

6월 9,124 8,961 43,674 44,243 15,762 15,754 18,801 18,925 87,361 87,883

7월 9,172 9,054 42,809 43,413 15,322 15,361 18,099 18,212 85,402 86,040

8월 9,179 9,001 42,645 43,193 15,469 15,470 18,087 18,181 85,381 85,845

9월 9,272 9,162 44,653 45,300 16,010 16,042 19,326 19,441 89,262 89,945

10월 8,860 8,719 41,443 41,960 14,981 15,055 18,320 18,465 83,603 84,199

11월 9,255 9,095 45,373 45,992 16,325 16,364 19,591 19,732 90,544 91,183

12월 9,958 9,774 46,459 47,144 16,639 16,672 20,238 20,446 93,293 94,036

계 112,160 110,162 529,718 536,497 190,586 190,814 229,069 230,606 1,062,533 1,068,079

자료 :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자료실, 2006년 수송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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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교대역 승하차 및 환승인원 현황(2006년)
(단위 : 인/일)

구 분
승하차

환승 합계
승 차 하 차 소계

2호선 39,001 43,548 82,549 203,921 286,470

3호선 13,439 10,484 23,923 203,921 227,844

자료 :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자료실, 2006년 역별 이용인원 현황(2006년)

3.4 교대역 환승여건 현황 분석

가. 지하철간 환승여건

∙ 교대역은 지하철2호선과 지하철3호선의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출퇴

근 혼잡시간에 환승시간 증가에 따른 지하철 서비스악화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교대역의 각 노선별 평균 환승여건 분석 결과, 지하철2호선 잠실 방향

에서 지하철 3호선 대화 및 오리방면의 환승거리가 218.8m, 소요시간

이 2.97(분)으로 나타났으며, 2호선 신도림 방향에서 지하철 3호선 대

화 및 오리 방면의 환승거리가 131.1m, 소요시간 1.82(분)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5> 교대역 환승여건 분석

2호선

3호선

신도림 방향 잠실 방향

환승거리(m) 소요시간(분) 환승거리(m) 소요시간(분)

대화 방향 131.1 1.82 213.8 2.97

오리 방향 131.1 1.82 213.8 2.97

자료 :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4

나. 지하철과 역사주변 버스정류장간 환승여건

∙ 교대역의 지하철2호선 및 3호선 승강장에서 각 출입구를 통과하여 근

접한 버스정류장까지 평균환승거리 338m, 평균소요시간은 5.56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번 출구를 통하여 접근하는 버스정류장

이 약 12분 소요로 가장 긴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번 출구를 통

한 버스 환승이 223m, 3.71분으로 가장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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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교대역 주변 버스정류장간 환승여건 분석

구 분
출구

번호

승강장↔Gate Gate↔버스정류장 승강장↔버스정류장

환승거리

(m)

소요시간

(분)

환승거리

(m)

소요시간

(분)

환승거리

(m)

소요시간

(분)

2호선

3호선

1 250 5.0 301.5 4.19 551.5 9.19

2 150 3.0 162.5 2.26 312.5 5.26

4 150 3.0 151.1 2.10 301.1 5.10

5 100 2.0 127.7 1.77 227.7 3.77

6 100 2.0 123.1 1.71 223.1 3.71

7 100 2.0 130.5 1.81 230.5 3.81

10 150 3.0 187.0 2.60 337.0 5.60

11 350 7.0 392.7 5.45 742.7 12.45

13 100 2.0 130.0 1.81 230.0 3.81

14 100 2.0 127.1 1.77 227.1 3.77

평균 155 3.1 183.3 2.55 338.3 5.65

자료 :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4

3.5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이용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0～30대로 직업은 회사원과 대

학생이며, 주간 지하철 평균이용횟수는 7～10회로 분석되었음.

∙ 약 66%는 환승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환승수단은 버스(약 75%)이고 버스정

류장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 1번출입구이용율이 약 24%로 가장 이용율이 높고 5번(약 14%), 4번, 2번

(약 11%), 13번(약 10%)순임.

∙ 출입구 이용시 불편도 조사 및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

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개선사항은 혼잡도>환승불편>동선체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의견으

로는 계단이 많음, 냉방이 잘 안됨, 안내체계 개선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

음.

<표 3.7> 설문대상자 특성

성 별 연 령 직 업

55%

남자

22%

8%
7% 6%

15-20세 21-30세

41-50세 51-60세

4%
27%

3%
13%

5%

회사원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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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일주일동안 지하철 이용횟수

구 분 응답자 수(N)

12.7
14.3

5.0

10.0

15.0

20.0

25.0

30.0

%

2회이하 40

3-4회 45

5-6회 60

7-10회 84

11-20회 58

20회초과 28

계 315

<표 3.9> 지하철 출입구이용시 불편도

구 분 응답자 수(N)

59.9

10.0

20.0

30.0

40.0

50.0

60.0

%

없음 164

보통 불편 65

불편 36

매우 불편 9

계 274

<표 3.10> 편의시설 만족도

구 분 응답자 수(N)

5.7

15.3

20.0

30.0

40.0

50.0

60.0

70.0

%

매우 불만족 17

불만족 46

보통 192

만족 45

매우 만족 0

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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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하철 이용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구 분 응답자 수(N)

26.1

38.4

10.0

15.0

20.0

25.0

30.0

35.0

40.0

%

환승불편 119

혼잡도 175
대피안내 17
동선체계 98
버스환승 26
안내체계 11
기타 10

계 456

주 : 1) 복수응답 포함

 (표3.12). 보상비 산출

구분 지번 공시지가 편입면적 요율 보상비

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3-15
14,500,000 67m2 2.0 1,943,000,000원

4. 해외우수 역사자료 조사

가. 싱가폴 지하철역

환승통로 쾌적한 승강장 고객센터 및 GATE 내외

나. 홍콩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 및 E/S 승 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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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 및 E/S 고객센터 및 GATE 내외

라. 유럽 지하철 우수 시설관리역사 현황

스크린도어 환기탑 자동제어 판넬

마. 미국 지하철 설치사례

급기 Pylon 환기덕트 환기구

 

 5. 개선 사항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분석 결과, 개선1안과 개선2안, 개선3안의 총할인비용은 각각 194.5

억원, 336.8억원, 230.3억원, 총 할인편익은 각각 243.9억원, 294.2억원,

224.3억원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기준은 개선1안과 개선3

안의 B/C가 각각 1.25, 0.97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개선2안과 B/C는 0.87으로 낮게 나타남.

∙편익비용비(B/C)가 높은 개선1안의 비용을 고려한 편익의 순현재가치는

49억원으로 분석되었고, 내부수익율(IRR)은 기준할인율 5.5%를 상회하는

7.0%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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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선2안과 개선3안의 순현재가치는 각각 -43억원, -6억원으로 분석

되었고, 내부수익률(IRR)은 각각 3.4%와 4.4%로 분석되었음

<표 5-1> 경제성 분석결과

구 분 개선1안 개선2안 개선3안 비고

총 할인비용(억원) 194.5 336.8 230.3

총 할인편익(억원) 243.9 294.2 224.3

B/C 1.25 0.87 0.97

NPV(억원) 49 -43 -6

IRR(%) 7.0 3.4 4.4

 

【교대②③역】

-  확장규모 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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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승 강 장 ②⇒③역 환승통로 내부계단

부대시설 비고
기 존 확 장 기 존 확 장 기 존 확 장

②
상대식
L=205m
B=7.7m

( 상 선 ) 
L=67m
     B=4.5m
( 하 선 ) 
L=58m
     B=4.5m

내선
 L=35m
 B=5.0m

외선
 L=35m
 B=5.8m

내선
 L=35m
 B=2.4m
 (7.4m)
외선
 L=30m
 B=10.2m
  (16m)

 8개소
(B=19.2m)

 8개소
(B=19.2m)

E/S(1200형)14대
 -출입구 6대(3개
소)
 -확장 환승부 4대
 -확장 승강장 4대
E/V 3대(출입구 2
  확장 환승부 1)

기존

E/S4

대

(2개

소)

E/V1

대

③
섬식
L=205m
B=8.1m

※사업비용
  과다(500억)
 인접건물저촉
 (보상비
  103억)

2개소
(B=12.6m)

3개소
(B=18.2m)

E/S(1200형)8대
 -확장 환승부 2대(1개
소)
 -출입구 6대(3개
소)

-

대합실(기존)

대합실(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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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기존)

승강장(개선)

○ 서비스 수준효과

【교대②③역】

구 분
승강장 내부계단 환승통로

비 고
유효폭(m) 등급 유효폭(m) 등급 유효폭(m) 등급

2호선
개선 전 7.79 E 19.2 E 5.0 D ┌승강장․내부계단

:D등급

└환승통로 : E급

개선 후 7.79 E 27.0 D 7.4 C

3호선
개선 전 8.14 E 12.6 F 5.8 E

개선 후 8.14 E 17.6 E 16.0 B

○ 피난시간

호선
개선 전

개선 후
비 고2004.기준(분) 2020.기준(분)

승강장 안전구역 승강장 안전구역 승강장 안전구역

② 3.49 6.60 3.50 6.73 1.75 5.88
┌승강장: 4분이내

└안전구역:6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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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잡역사 시설개선 검토결과

     (표6-1) 개선안 비교 검토  

구 분 개선1안 개선2안 개선3안 비고

시

설

개

선

개

선

계

획

현황

개요
∙환승통로 및 내부

계단 확장(안)

∙환승통로 확장 및

승강장 위치 이동(안)

∙환승통로 확장 및

승강장 확장(안)

서

비

스

수

준

승

강

장

②

∙7.79⟶7.90(E⟶E)
※내부계단 및 E/V

이설로 유효폭 증가

∙7.79⟶7.79(E⟶E) ∙7.79⟶13.79(E⟶D)
※ 승강장 3.0M 확장

③ ∙8.14⟶8.14(E⟶E) ∙8.14⟶8.14(E⟶E) ∙8.14⟶8.14(E⟶E)

계

단

②
∙19.20⟶27.0(E⟶D)
※ 내부계단 3개소 확장

∙19.20⟶28.8(E⟶C)
※ 내부계단 4개소 신설

∙19.20⟶19.20(E⟶E)

③
∙12.60⟶17.60(F⟶E)
※ 내부계단 1개소 신설

∙12.60⟶17.60(F⟶E)
※ 내부계단 1개소 신설

∙12.60⟶12.60(F⟶F)

환

승

통

로

신
도
림
∙5.00⟶7.40(D⟶C) ∙5.00⟶7.40(D⟶C) ∙5.00⟶7.40(D⟶C)

잠
실 ∙5.80⟶16.00(E⟶B) ∙5.80⟶19.00(E⟶B) ∙5.80⟶16.00(E⟶B)

주 요

개 선

내 용

∙환승통로 확장

∙2호선 내부계단 확장 및

E/V이설

∙내부계단 2개소 신설

∙환승통로 확장

∙2호선 승강장 이동

∙내부계단 2개소 신설

∙환승통로 확장

∙2호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1개소 신설

사업비 283억원 490억원 335억원

경

제

성

분

석

B/C 1.25 0.87 0.97 1.0이상

NPV 49억 -43억 -6억 (+)이상

IRR 7.0% 3.4% 4.4% 5.5%이상

사

업

성

NPV 수익창출공간 없음 -42억원 수익창출공간 없음

IRR 수익창출공간 없음 6.71% 수익창출공간 없음

검토의견

∙ 시설개선 : 경제성 분석결과, 1안의 경우 B/C, NPV, IRR이 가장 높게

분석됨.

∙ 사 업 성 : 사업성 분석결과 1, 3안은 수익창출공간 없으며, 2안은 시설개선

비용 충당 불가능함.

추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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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체민자유치방안 검토결과

구 분 대체 민자 유치 방안 비고

개선계획

개발개요

개발구간 교대역-강남역구간 본선상부

면적 20,800㎡
사업비 1,697억원

NPV(억원) 828억원 (+)이상
IRR(%) 12.45% 7.68%

문 제 점
∙ 기술적관점 : 토피고 확보 및 지장물 이설

∙ 사업적관점 : 도시계획시설결정

검토의견
민자유치 가능수준의 사업성 확보 가능

(12%이상 확보)
추진방식 민관합동사업 내지 민간투자사업

6-2. 문제점

∙전철역 개발비용, 주차장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 등 높은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성

이 검증되지 않았음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Mortgage Loan의 제도적 틀을 갖춘 상태이며, 아직까지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미국 대도시 주민들처럼 높지 않아 제도 도입까지

시일이 필요

6-3. 시사점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노후된 불량 도심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적합하며, 도시

개발사업의 형태로 전면수복이나 단계별 개발 등에 대한 Master Plan을 통해 일체

화된 역세권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서울메트로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지향형

역세권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 내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 방안 모색 필요

7. 결 론
∙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개선1안의 경우 B/C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

며, 개선2안은 많은 투자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B/C가 낮게 분석되었음.

∙ 혼잡역사 시설개선 공간중 수익창출공간이 없어 대체민자유치방안으로 교대

역∼강남역 구간을 지하공간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토피고 확보 및 지장물 이설,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민자

유치 가능수준의 사업성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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