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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초 점

지하철9호선의급행화및5호선과의직결 안
Subway Line 9 Express Transit Service & Direct Link Proposal with Line 5 

1. 지하철 9호선의 사업 개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는 저탄소 녹색교통

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지하철 9호선 1

단계 구간의 개통은 오랜 동안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소식이다. 

'김포공항~신논현~올림픽종합운동장~방이

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연장은 총 38km로 정거

장 37개와 환승정거장 13개로 구성된다. 노선의

특성을 열거하면 신공항,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강남까지 6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강남과 등포등부도심과1개의지역중심, 6개

의 지구중심 간을 상호연결하고 13개소에서 타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하며, 기존 지하철망과 연

계성 및 이용효율이 높고, 가양동, 염창동, 흑석

동, 노량진본동 등 지하철 접근 취약지역이 해소

되며 공항, 고속터미널, COEX, ASEM센타, 종

합운동장등과접근성이개선된다.

9호선의 사업구간은 1, 2단계로 나뉘어 수송

수요가 많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1단계 구간은 김포공항(901)~논현동(925)까

지로 25.5km, 2단계 구간은 논현동~방이 간

12.5km이다. 

금년에 개통된 김포공항~신논현 간 1단계 구

간 중, 특히 가양~반포구간은 승객수요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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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ubway, line 9 linking Western and Eastern Seoul began its services for citizens between Gimpo

airport and Gangnam area within 30 minutes by express transit service. Seoul Metro Line 9 Corporation

plans to operate both local transit service which will stop at every station, and express transit service that

will stop at several key stations including junctions. The passengers on line 9 will be able to transfer to

lines 2, 3, 5, 8,  Bundang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Line 9 is expected to disperse the demand for line 2, having the most number of subway users, and

will provide passengers with less crowded travel. The new line will also help residents in southern Seoul

outskirts and Gyeonggi provincial cities including Bundang vicinity, and Gangdong area commuters get

better access to Gimpo and incheon Airports. The Corporation expects to transfer 560,000 passengers

daily by the subway line 9. 

Seoul Development Institute conducted network reshuffle study for Seoul Metro system to sort out

congestion problem due to its irrational line alignments and inconvenient transfer. Among several

candidate plans of network reshuffling, the direct connection of line 9 with line 5 was chosen as a pilot

study. The study found that direct connection of the 2 lines is essential for enhancing transit utility and

reducing automobile comm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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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식회사가 예상

하는 9호선의 1일평균 승객수요는 560,000명이

며, 열차운행은 개통초기에 매 4분 간격으로 운

행하다가2016년까지3.5분간격으로 단계적으

로상향조정할예정이다.

2007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예정인 2

단계는 다시 제1구간인 논현동(925)~종합운동

장(931)의 우선시행구간 4.5km와 제2구간인 종

합운동장(931)~방이동(937)로 나뉜다. 정거장은

총 37개소 중 1단계구간에 25개소, 2단계 구간

에 12개소로 계획되었으며 2단계의 우선시행구

간(1구간)에는 정거장 5개소로서 2014년에 개통

될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조 6,046억 원 으로 1단계 3조

2,544억 원, 2단계 1조 3,502억 원이며 2단계

구간 중 우선시행구간(1구간)은 5,591억 원이 소

요될 예정이다. 2단계사업의 종합운동장(931)에

서 방이동(937)까지의 제2구간은 현재 기본계획

만수립되어있는상태다. 

2. 서울시 지하철 현황

1974년부터 '9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된 1기

지하철(1~4호선)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건

설된 2기지하철(5~8호선)은 중량철도시스템으

로써, 투입된 고가의 토지비용 및 건설비에 비하

여 수송효율의 극 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

편이다. 

서울도시철도의 수단 분담률은 일본 동경

(41.4%)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울의

운송수단별교통 분담률은2006년기준으로지

하철36.6%, 버스33.4%, 승용차18.7%, 택시6%,

기타5.3%를차지하고있다.

현재1~8호선의지하철수송인원은일평균약

456만 명 수준이며 환상선인 2호선이 연간 약

7억명수준으로가장많고4호선, 3호선이연간

약3억명수준으로그뒤를잇고있다.

1기지하철이연간 약 14억 명, 2기지하철이 연

<그림 1> 지하철 9호선 노선도

<그림 2> 9호선의 단계별 구분

<표 1> 서울시 수송분담율

서울시 수송분담율

구분 지하철 버스 승용차 택시 기타

2003년 35.0 27.6 25.0 7.3 5.1

2004년 37.8 30.0 22.2 7.0 5.2

2005년 36.2 31.9 20.3 6.5 5.2

2006년 36.6 33.4 18.7 6.0 5.3

자료 : 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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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약6억 명, 도합 20억 명을 운송하고 있다. 시

내버스 수송인원은 중교통체계개편 이후

2005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2006년기준17

억명수준에달하고있다.

3. 서울 지하철의 문제점

서울시 지하철은 1호선에서 8호선 까지 계획

단계에서 독립망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노선

간 직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각 노선

간에 추가적으로 불편한 수직 환승계획이 불가

피 하 다. 특히 1기 지하철 개통이후에 지하심

층부에 건설된 2기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환승경

로가 복잡해지고 평균 환승거리가 길어짐에 따

라이용자의체감환승불편이심화되었다. 

1기와 2기 지하철은 인구 집지역을 따라 노

선망이 구축되고 가능한 다수의 지역을 통과해

야만 보다 많은 시민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단

순한 논리가 선형결정 과정에 향을 미치지 않

았나 생각된다. 그에따라 1, 2기 지하철은 비교

적 과다한 굴곡 또는 우회노선과 짧은 역간거리

등의 구조로 저속운행이 불가피하며 지하철의

수송 분담은 저조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극심한

혼잡을겪는모순을앉고있다.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시지하철의 굴곡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노선별 시종점만 고려할 경우 6

호선, 7호선, 5호선, 3호선과 8호선, 1호선 순으

로, 6호선이 굴곡도 2.65로 가장 높고 1호선이

굴곡도1.26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4. 9호선의 급행열차 운행방안 및 효과

일반적으로 급행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행선

로와 급행선로가 별도로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

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9호선에서는 급행열차가

통과하는 동안 완행열차가 피할 수 있는 피

선정차역 7개소를 지정하고 부분적인 추가선로

를 설치하여 완행이 급행을 잠시 비켜주는 방식

<표 2> 1기 지하철 <표 3> 2기 지하철 현황

1기지하철 2005.3월 현재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계

거리(km) 7.8 60.2 35.2 31.7 134.9

역수(개) 9 49 31 26 115

소요시간(분) 15 87 62 53 15~87

속도(kph) 31.2 33.6 34.0 35.8 34.3

승객(천명/일) 316 1,442 535 638 2,931

연간승객(억명) 1.70 7.07 2.56 2.99 14.31

건설비(억원) 330 10,712 10,304 8,315 29,661

착공년월 ‘71.4 ‘78.3 ‘80.2 ‘80.2 -

개통년월 ‘74.8 ‘96.3 ‘93.10 ‘94.4 -

자료: 지하철공사, 2005, 비고: 연간승객은 2007년도 자료임

2기지하철 2005.3월 현재

구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계

거리(km) 52.3 35.1 46.9 17.7 152.0

역수(개) 51 38 42 17 148

소요시간(분) 83/87 70 87 31 31~87

속도(kph) 32.7 30.1 32.3 34.2 32.3

승객(천명/일) 613 290 576 157 1,636

연간승객(억명) 2.15 1.08 2.13 0.56 5.93

건설비(억원) 30,215 25,496 27,851 8,502 92,064

착공년월 ‘90.6 ‘94.1 ‘90.12 ‘90.12 -

개통년월 ‘96.12 ‘01.3 ‘00.8 ‘99.7 -

자료: 지하철공사, 2005, 비고: 연간승객은 2007년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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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복선 없이 급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25개역 가운데 급행열차

체계가 적용되는 역은 9개소다. 2단계공사가 완

공되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하철역은 13개

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급행열차를 타는 승객은

서울 강남권에서 30분 이내에 김포공항까지 도

달할수있으며2호선, 3호선, 5호선, 분당선, 공

항철도 등과 환승이 편리하여 지고 한강 이남의

외곽과 성남지역 또는 서울 강동권 또는 하남시

지역 승객들의 강남권,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

방면교통이편리해질것으로예상된다. 

서울도시권 통행패턴의 특징은 높은 승용차분

담률이다. 자가용승용차에 한 높은 의존율은

중교통체계의 미비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서

울 외곽도시로부터 서울로 출퇴근 등의 통행을

하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중교통보다

도 자가용 승용차의 편이성이 크기 때문에, 통행

자들의 자가용 승용차 의존율이 높은 것이다. 따

라서 9호선의 급행열차 운행과 같이 중교통이

용자들의 주행시간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은 자가용 승용차 의존성을 벗어나게 할 수 있

는좋은정책이라고할수있다.

버스전용차선의 경우, 버스이용자의 시간비용

감소의 편익은 증가하나 일반차선의 도로용량을

축소시킴으로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시간비

용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이용

자의 편익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지하철노선의

표정속도 개선은 모든 계층의 통행자에게 편익

을 주면서 버스전용차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을장점이확인되고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지

하철의 표정속도를 약 2배 상승시켰을 때 계층

별 통행자 편익에 미치는 향을 버스전용차선

을 실시하 을 때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버스전

용차선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계층의 통

행자 편익을 악화시키고 특히 시간가치가 높은

고소득층의 주행시간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서 그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지하철의

급행화는 이들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후생을

개선시키고있다.

<표 4> 노선별 굴곡도 및 혼잡도

노선별 굴곡도 및 혼잡도

구분 구간 거리(km) 소요시간(분) 굴곡도 혼잡도

1호선 서울역~청량리 134.9 15 1.23 135%

2호선 시청~시청 60.2 87 순환 224%

3호선 지축~수서 35.2 62 1.40 140%

4호선 당고개~남태령 31.7 53 1.33 199%

5호선
방화~마천
방화~상일

52.3
83
87

1.54
1.45

158%

6호선 응암~봉화산 35.1 70 2.35 150%

7호선 장암~온수 46.9 87 1.59 178%

8호선 암사~모란 17.7 31 1.40 160%

자료: 시정개발연구원, 비고: 굴곡도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직선과 유사한
것을 의미하며 혼잡도의 값은 2003년도 자료임

<그림 3> 급행열차 정차역 및 피선 설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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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의 직결 안 및

효과

도시철도망의 형태는 크게 독립망형과 통합망

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독립망형태의 경

우는 서울, 동경, 파리시의 지하철 시설과 같이

물리적인 노선이 하나 건설되고 여기에 독립된

왕복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선 간 환승이 수직이

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하철 망을 통칭하여 일

반적으로 독립망형 지하철이라고 한다. 반면에

뉴욕시의 지하철과 같이 분기 및 합류를 통해 하

나의 물리 노선에 여러 서비스가 제공도 되고 동

일 승강장에서의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 망을 통

합망형지하철로통칭한다.

도시의 구조는 시 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화

하며 이에 따라 시민의 통행 패턴 또한 변하기

때문에 독립망 형태로 구성된 지하철망이라 하

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노선 1서비스 개

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승객 통행패턴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는 노선 간 직결운행 또는 동일 승강장 환승 등

통합망의 장점을 수용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도

시교통체계에 경쟁력을 부여하고 노선망의 효율

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선체계의 개편방안에

한연구를수행하 다.

서울시가 수행한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에서 5가지의 노선 간 연계 또는 직결 후보 안

들이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9호선 2단계구간

과 5호선이 연결되는 강동~강남 직결 안이 승

용차 이용억제효과, 수송수요, 환승횟수 감소효

과, 시공가능성, 기존 운행에 미치는 향 등 여

러 평가지표에 의한 검토결과, 가장 실현가능성

이높은 안으로선정되었다.  

강동지역은 부분 주 통행축이 강남방향임에

도 불구하고 5호선 도시철도가 도심방향을 주방

향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강남방면

통행의 도시철도 이용이 불편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도시철도 서비스의 취약성을 개선하기위해

9호선 2단계를 강동지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왔으나 예상되는

<그림 4> 9호선 급행정차역 구간 및 수단별 소요시간 <그림 5> 2단계 구간의 5호선 연결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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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 부족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 신에 기존 5호선의 올림픽공원역에서 9

호선과 5호선을 직결함으로서 상일~강남(925)

간 직결운행을 제공하는 안이 경제적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일에서 종합운

동장까지 5선과 9호선의 직결사업이 실현된다

면 환승 없이 28분이면 통행이 가능해 진다. 직

결 안의 편익은 통행시간의 절감에도 기여하

지마는 이보다 더 큰 효과는 환승횟수의 감축에

있다. 그 외에도 통행자들이 자동차에서 도시철

도로 수단 전환함에 따라 도로상의 교통 혼잡완

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의 연구보고서는

5, 9호선의 직결이 실현될 경우 하루 평균

22,000 의 자가용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6. 맺음말

지하철9호선의2단계구간을포함한 전구간

(김포공항~신논현~종합운동장~방이동)이 개통

될경우1, 2기지하철에이어본격적인21세기형

3기지하철시 의 개막이 기 된다. 지하철9호

선은 기존 지하철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

별화 된다. 첫째는 국내 지하철 역사상 최초의

민자사업(BOT방식)으로 향후 30년간 운 될 예

정이며, 둘째는 국내 최초로 지하구간에서 급행

전철을운 한다는점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지하철은 모든 역을 일일이

정차하는 운행으로 시속 30~36km의 완행으로

운 되어 먼 거리를 가는 승객에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은

피선을 활용하여 환승역에서만 정차하는 급행열

차를 운행함으로서 버스나 자동차에 비해 시간

경쟁력을갖게될것으로기 된다. 

또한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와 연계

되며 한강과 올림픽 도로를 따라 인천공항~김

포공항~강남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의 노선축

이 형성되어 공항교통이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9호선 전구간이 완공되면 현재 연간

승개7억명, 혼잡도224%의지하철2호선의승

객을 많이 흡수하여 혼잡노선승객의 분산효과가

있을것으로기 된다. 

모빌리티(Mobility)는 시간가치가 중요시 되

는 현 사회를 지지하는 요소로서 접근성 또는

이동하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량도시철

도의 기능은 간선중추 교통축에 해 량의 승

객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일단 지하철에 접근한 승객을 승객이

원하는 지역으로 최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확

신을 줌으로서 사용자들의 이용효율이 높아질

수있다.

이와같이 지하철의 주요간선 중추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의 연장이나 신설 노선

건설을 통한 단순한 인프라확장에서 벗어나 승

객의 통행패턴에 따라 기존의 노선망을 개편 또

는 정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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