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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노선의 급행화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Technical Study on Possibility of an Express Service Wide Area Railway

박정현*

Jung Hyun Park

1. 서 론

1.1 연구목적

현재 광역철도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분당선, 신분당선, 일산선, 과천-안산선을 포함하여 전체 노선연장은 2014년 기준

156.8km로 전 구간 전철화 운행중이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주요 외국 국가 수도권내 인구와 면적, 철도연장, 면적대비 철도연

장률과 철도교통 수송분담률을 ‘Table 1’에서 제시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선진국 보다 광역철도의 시설수준도 부족하지만 광역철

도수송의 교통분담률이 현저히 낮다.

광역철도수송의 교통분담률을 높이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영노선(도쿄메트로, 도에지하철 등)과 민간투자노선(도쿄급행,

게이오선, 오타큐선, 세이부선 등)이 유사한 노선을 계획하여 상호 속도 및 요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

직 민간 자본의 철도가 많지 않으며 그나마 표정속도가 50km/h 이상이 되는 노선은 지하철9호선의 급행과 신분당선을 제외하

고는 없다.

최근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바 있으며,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의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급행화를 통한 철도이용자의 시간절감 및

Abstract As the existing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railway operates on a one-to-one basis, which leads to long

travel times, its competitiveness with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is deteriorating. Since there is a limit to attracting

road traffic by rail, there is a continuing societal demand to expand express train service. Especially in the northern and

the southwestern parts of the metropolitan area, a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system with express function, connect-

ing to the city center of Seoul, is needed because of the social cost of the increase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increase

of the travel time. The most efficient express service in Korea is Seoul Subway Line 9, which runs in 27 minutes from

Gimpo Airport to the high speed terminal; this is a 40% shorter time compared to 44 minutes by car; the congestion in

this area is up to 240%, so the preference for this train is quite high. The techn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an express service metropolitan railway.

Keywords : Wide area railway, Express train, Escape track, Scheduled speed, Train performance curve

초 록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는 운행시간이 많이 걸리는 완행 위주의 운행을 하기 때문에 통행시간 측면에서 타 교

통수단과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고, 도로교통을 철도로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행열차 운행을 확

대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서부 방면은 대도시 생활권 확대로

광역교통수요 증대에 따른 교통 혼잡 가중 및 통행시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서울도심을 연결

하는 급행 기능의 대중교통망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급행화를 운행하는 노선은 서울지하철 9호

선이며, 김포공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27분 소요됨으로써 완행 44분 대비 약 40% 시간 단축 효과가 있고 혼잡도가

최대 240%에 달할 만큼 이용객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본 연구의 기술적 결과들은 광역철도의 급행화 방안의 수행

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광역철도, 급행열차, 대피선, 표정속도, 열차운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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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향상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급행운행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현재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광역급행 노선설치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이고 기존 완행노선의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철도노선 활용측면에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국

가철도 인프라시설의 경제적 건설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완행노선의 급행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급행화를 통한 속도향상으로 이용객들의 통행시간 단축과 이용효율성 증대, 화석연료 이용 교통수단의 감축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광역철도의 급행화가 가장 필요한 경의선과 일산선의 현 운행패턴 분석과 시설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급

행 및 특급열차 도입 가능여부와 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철도공사(KORAIL)가 운영주체인 일산선은 1996년 1월에 개통

하여 지축~대화까지 총10개역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영업거리는 19.2km이며, 경의선은 서울에서 문산까지 총 23

개역에 영업거리는 46.3km이며, 운행시격은 20 ~ 60분 간격이고 급행열차가 2회/일 운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자료 조

사 분석을 통해 일산선 및 경의선 급행열차 도입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차역 변경 등을 통해 시나리오별 교통수요 추정결과와

기술적 검토를 병행하여 급행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급행화를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과 급행화

가 시급한 일산선의 급행화 방안을 위한 운전시격 변화와 대피역 선정을 통하여 열차성능 시뮬레이션(TPS)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산출한 역간 운전시분과 표정속도를 고려해 열차운전선도를 작성하여 열차운행패턴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일산선 및 경의선 급행열차 도입 방향성 설정

2.1.1 급행열차 도입시 쟁점파악 단계

도입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 검토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

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이전 단계까지 축적된 자료 및 현장방문을 통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하

며, 도입 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의 시설

측면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한다.

2.1.2 급행열차 도입에 따른 적절성 검토 단계

도입목적의 적절성은 과거 추진당시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가를 검토한다. 도입방식의 적절성은 도입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한 여부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전략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선정노선의 적절성은 다른 노선과의 개략적인 비

교를 통해 선정된 노선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한다.

2.1.3 이용수요 추정 및 기술적 검토 단계

수요추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법론과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급행철도 검토 구간을 이용하는 교통수

요 변화를 추정한다. 이러한 수요 추정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배포하는 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술적 검토는 시나리오별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구조물 형

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문을 분석하여 설계VE 개념과 같이 철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

Table 1. Metropolitan area wide railway length and transportation share ratio.

Category Seoul wide area Tokyo wide area London wide area Paris wide area

Population (10,000) 2,280 3,602 751 1,160

Area (km2) 10,789 16,605 1,579 12,011

Length (km) 928 2,650 1,253 1,665

Length/Area (m/km2) 86 160 79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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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수행한다.

2.2 일산선 및 경의선 급행열차 도입에 따른 고양시 기초자료

아래의 ‘Table 2’의 자료는 “고양시 2030 고양도시기본계획(2016)”에서 조사된 내용이며, ‘Table 3’는 한국철도 공사 홈페이

지(info.korail.com)에서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고양시 인구는 ‘Table 2’에서 2016년 1,039,684명으로 2012년 969,916명 보

다 연평균 1.0%의 증가추세이며, 구별로는 2016년 덕양구 446,233명, 일산동구 292,612명, 일산서구 300,839명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의 경우 덕양구, 일산서구보다 인구수가 적게 나타났으나, 연평균 2.1%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철도 노선은 경의선과 일산선, 교외선(여객 미운행) 3개 노선이 운행하며, 노선도는‘Fig. 1’에 노선별 구간 운행회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4’와 ‘Table 5’는 고양시 2015년도 역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표시하였다.

Table 2. Goyang-si population status.

Category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year 2016 year Growth rate

Duckyang-gu 396,559 410,491 424,423 441,988 446,233 3.0%

Ilsan dong-gu 281,449 283,976 284,207 285,658 292,612 0.9%

Ilsan seo-gu 291,408 296,104 297,524 299,900 300,839 0.8%

Total 969,916 990,571 1,006,154 1,027,546 1,039,684 1.7%

Fig. 1. Goyang-si railway route.

Table 3. Operation status.

Route Service frequence

Ilsan

Line

Daehwa~

Jichuk

Up train 122(times/day)

Down train 122(times/day)

Gyeongui

Line

Seoul~

munsan

Up train 25(times/day)

Down train 25(times/day)

Gongdeok~

munsan

Up train 58(times/day)

Down train 58(times/day)

Gyooe

Line

Neunggok~

Iryeong

1 times/day

(Military Cargo)

Table 4. Usage Status of the Gyeongui-Line (2015).

Category Hwajeon Haengsin Neunggok Daegok Goksan Baengma Pungsan Ilsan Tanhyeon

Ride 1,829 4,714 3,656 534 374 3,560 2,697 5,604 4,014

Alight 1,869 4,349 2,473 391 379 3,243 2,494 5,516 3,911

SUM 3,698 9,063 6,129 925 753 6,803 5,191 11,120 7,925

Table 5. Usage Status of the Ilsan-Line (2015).

Category Daehwa Juyeop Jeongbalsan Madu Baekseok Daegok Hwajeong Wondang Samsong Jichuk

Ride 14,419 9,621 8,534 8,895 9,311 513 20,487 13,199 6,621 1,810

Alight 11,782 9,719 9,047 9,312 8,790 420 20,935 12,580 6,173 2,089

SUM 26,201 19,340 17,581 18,207 18,101 933 41,422 25,779 12,794 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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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산선 및 경의선 급행열차 도입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2.3.1 일산선 시나리오 설정 및 기초자료 분석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서 별도선, 대피선, SKIP-STOP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선별 특징 및 시설현황을 검토하였다. 경의

선 및 일산선의 열차시간 및 운행계획, 정거장 배선현황 등을 고려하고 급행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산선은 10개 지하

역사로 되어 있으며, 출근시간의 열차시격이 4~5분 간격으로 조밀하여 SKIP-STOP 방식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피선 방

식을 적용하여야 하나 지축역 외에는 부본선이 없어 부본선 설치 공사비가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부본선 설치가 가능하고

공사비가 최소화 가능한 역을 선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 시나리오 1 : 수요를 고려하여 정차 3개역 선정 및 급행열차 4회 투입

· 시나리오 2 와 3 : 수요를 고려하여 정차 4개역 선정 및 급행열차 4회 투입

· 시나리오 4 : 수요를 고려하여 정차 5개역 선정 및 급행열차 4회 투입

‘Table 6’은 일산선 시나리오별 완·급행 열차의 정차역을 나타낸 것이다.

‘Fig. 3’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선형개요도와 배선약도를 입수하여 TPS 기초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Table 6. Scenario summary diagram.

Category Summary diagram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Fig. 2. Scenario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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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경의선 시나리오 설정 및 기초자료 분석

경의선은 23개 지상 및 지하역사로 되어있으며, 수색 및 능곡, 월롱, 문산역은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이 중 홍대, 서

강, 가좌, 곡산, 풍산, 탄현, 금릉역은 본선 2선만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역 및 신촌역 등 16개역은 부본선 및 입출고선 등이 설

치되어 있어 대피기능이 가능한 역이다. 따라서 경의선의 부본선 설치 역사를 활용하여 추가 공사비 없이 열차시격 조정으로

가능한 방식인 SKIP-STOP 방식을 선정하였으며 역별 승하차 인원을 조사·분석하여 SKIP역을 선정, 시나리오 대안을‘Table 7’

과 ‘Table 8’와 같이 설정하였다.

· 시나리오 1-1 : 완행18회, 급행2회(10개역 정차), 특급2회(8개역 정차)

· 시나리오 1-2 : 완행18회, 급행2회( 9개역 정차), 특급2회(7개역 정차)

· 시나리오 2-1 : 완행18회, 급행2회(10개역 정차), 특급3회(8개역 정차)

· 시나리오 2-2 : 완행18회, 급행2회( 9개역 정차), 특급3회(7개역 정차)

‘Table 8’와 ‘Table 9’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완·급행 및 특급열차 정차역을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선형개요도와 배선요약도를 입수하여 TPS 기초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Table 7. Scenario-1 summary diagram.

Category Summary Diagram

Scenario

1

1-1

1-2

Table 8. Scenario-2 summary diagram.

Category Summary diagram

Scenario

2

2-1

2-2

Fig. 3. Route summary diagram of the Ilsa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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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문산~공덕간 경의선 급행열차의 주행시 및 운행시 표정속도이며, 완행열차의 표정속도는 문

산∼서울 완행열차 기준 주행시 54.68km/h, 운행시(역 정차 30sec 고려)는 46.41km/h로 분석 되었고, 문산∼서울 특급열차 주

행시와 운행시 표정속도는 각 68.18km/h와 62.75km/h로 분석되었다. 무정차 역을 증가시 표정속도 향상이 가능함에 따라 역별

수요 및 현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정차역 및 무정차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2.4 일산선 및 경의선 급행열차 도입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2.4.1 일산선 시나리오 분석결과

일산선의 대화~지축구간 급행열차 4회 운영시 시나리오별 표정속도 및 운행시간을 분석하여 운행시간표를 조정하였으며 이

에 따른 시나리오별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열차운전선도의 작성요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행한 정거장 선로배선결정

GUIDE BOOK[3]을 참고하였다.

· 시나리오 1 : 대화, 화정, 지축 3개역만 정차하는 급행열차를 4회 변경 투입하여 운행시 06시56분, 7시16분, 38분, 59분 완

행열차는 급행열차의 대피를 위해 마두역에서 9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현 완행열차 대비 약 7.9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나리오 2 : 대화, 화정, 원당, 지축 4개역만 정차하는 급행열차를 4회 변경 투입하여 운행시 06시56분, 7시16분, 38분, 59

분 완행열차는 급행열차 대피를 위해 마두역에서 9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완행열차 대비 약 7.1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나리오 3 : 대화, 마두, 화정, 지축 4개역만 정차하는 급행열차를 4회 변경 투입하여 운행시 06시 56분, 7시16분, 38분, 59

분 완행열차는 급행열차의 대피를 위해 마두역에서 9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완행열차 대비 약 6.7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Current scheduled speed of the express train.

Station section Station spacing (km) Running time (min) Scheduled speed (km/h)

Munsan~Geumchon 10.73 7.76 82.97

Geumchon~Geumneung 2.05 1.96 62.70

Geumneung~Tanhyeon 6.69 5.07 79.12

Tanhyeon~Ilsan 1.70 1.71 59.64

Ilsan~Baengma 3.55 2.97 71.79

Baengma~Daegok 3.25 2.78 70.06

Daegok~Haengsin 3.25 2.77 70.37

Haengsin~DMC 7.35 5.49 80.39

DMC~Hongik Univ. 3.34 4.00 50.10

Hongik Univ.~Gongdeok 2.81 4.50 37.47

TOTAL
Non-stop running 44.72

44.72

40.50 66.25

Operation service 45.00 59.63

Fig. 4. Route summary diagram of the Gyeongu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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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4 : 대화, 마두, 화정, 원당, 지축 5개역만 정차하는 급행열차를 4회 변경 투입하여 운행시 06시 56분, 7시16분, 38

분, 59분 완행열차는 급행열차 대피를 위해 마두역에서 9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현 완행열차 대비 약 5.9분 단

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에서 Fig. 8’은 일산선 시나리오별 급행열차 투입시 열차운전선도이며, ‘Table 10’에서 ‘Table 11’은 시나리오별 열차

운행시간 및 급행투입을 위한 조정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Scenario-1 train performance curve. Fig. 6. Scenario-2 train performance curve.

Table 10. Train time schedule for scenario 1 and scenario 2.

Scenario 1 Scenario 2

Operation time Train service End station Operation time Train service End station

06 : 02~06 : 55 omnibus Jichuk 06 : 02~06 : 55 omnibus Jichuk

07 : 04 express Jichuk 07 : 05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7 : 07~07 : 15 omnibus Jichuk 07 : 07~07 : 15 omnibus Jichuk

07 : 22 express Jichuk 07 : 22 express Jichuk

07 : 26~07 : 37 omnibus Jichuk 07 : 26~07 : 37 omnibus Jichuk

07 : 45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7 : 44 express Jichuk

07 : 51~07 : 59 omnibus Jichuk 07 : 51~07 : 59 omnibus Jichuk

08 : 07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8 : 06 express Jichuk

08 : 10~08 : 52 omnibus Jichuk 08 : 10~08 : 52 omnibus Jichuk

Fig. 7. Scenario-3 train performance curve. Fig. 8. Scenario-4 train performa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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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급행계획을 위한 마두역 정거장 확장 공사비 검토

일산선 마두역에 급행열차 대피를 위한 부본선 설치시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

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제5판)”에서 제시하는 km당 단가를 기초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업 GDP deflator”로 보정하

여 적용하였다. 마두역의 부본선 공사비는 ‘Table 12’와 같이 토목과 궤도 및 시스템비를 포함하여 약 627억원이 소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2.4.3 경의선 시나리오 분석결과

경의선 공덕역 급행열차 및 서울역 특급열차 운영시 시나리오별 표정속도 및 운행시간을 분석하여 운행시간표를 조정하였으

며 시나리오별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시나리오 1-1 : 급행2회(공덕역), 특급2회(서울역) 열차를 대곡역에서 무정차로 운행시 06시43분, 07시22분 공덕행 급행열차,

07시 07분, 50분 서울역행 특급열차 및 7시53분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각 1분 조정하여 운행하고 06시55분, 7시12분, 38

분 완행열차는 급행 및 특급열차의 대피를 위해 능곡역에서 5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현 급행 및 특급 대비 약

1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나리오 1-2 : 급행2회(공덕역), 특급2회(서울역) 열차를 백마역과 대곡역에서 무정차로 운행시 06시43분, 07시22분 공덕행

급행열차, 07시07분, 50분 서울역행 특급열차 및 7시53분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각 2분 조정하여 운행하고, 06시55분, 7시

12분, 38분 완행열차는 급행 및 특급열차의 대피를 위해 능곡역에서 5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현 급행 및 특급

대비 약 2.4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나리오 2-1 : 급행2회(공덕역), 특급2회(서울역) 및 추가 특급(1회)열차를 대곡역에서 무정차로 운행시 06시43분, 07시22

Table 12. Madu station sub-main line construction cost.

Type of work Unit Quantity Unit price (Billion won) Cost (Billion won)

A. Construction costs  627.04 

 A-1. Civil  572.47 

 A-1-1. Main line Open cut tunnel km 1.20 477.06  572.47 

 A-2. Track - - - -  17.07 

 A-2-1. Main line Single track km  1.20  14.23  17.07 

 A-3 System - - -  37.49 

 A-3-1. Signal km  1.20  9.35  11.21 

 A-3-2. Telecommunications km  1.20  21.90  26.28 

Table 11. Train time schedule of scenario 3 and scenario 4.

Scenario 3 Scenario 4

Operation time Train service End station Operation time Train service End station

06 : 02~06 : 55 omnibus Jichuk 06 : 02~06 : 55 omnibus Jichuk

07 : 06
express

(2 minute adjustments)
Jichuk 07 : 07

express

(3 minute adjustments)
Jichuk

07 : 07~07 : 15 omnibus Jichuk 07 : 07~07 : 15 omnibus Jichuk

07 : 23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7 : 24

express

(2 minute adjustments)
Jichuk

07 : 26~07 : 37 omnibus Jichuk 07 : 26~07 : 37 omnibus Jichuk

07 : 45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7 : 45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7 : 51~07 : 59 omnibus Jichuk 07 : 51~07 : 59 omnibus Jichuk

08 : 06 express Jichuk 08 : 07
express

(1 minute adjustment)
Jichuk

08 : 10~08 : 52 omnibus Jichuk 08 : 10~08 : 52 omnibus Ji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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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공덕행 급행열차, 07시 07분, 50분 서울역행 특급열차 및 7시53분 완행 열차의 출발시간을 각 1분 조정하였으며, 06시

13분 완행열차를 특급으로 변경 추가 투입하고 05시28분과 06시13분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2분, 3분 뒤로 조정하였다. 추

가 투입된 특급열차는 가좌, 신촌역에 정차해야하고, 06시00, 55분, 7시12, 38분 완행열차는 급행 및 특급열차의 대피를 위

해 능곡역에서 5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현 급행 및 특급 대비 약1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나리오 2-2 : 급행2회(공덕역), 특급2회(서울역) 및 추가 특급(1회)열차를 백마역 및 대곡역에서 무정차로 운행시 06시43

분, 07시22분 공덕행 급행열차, 07시07분, 50분 서울역행 특급열차 및 7시53분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각 2분 조정하였으

며, 06시14분 서울역행 특급열차를 추가투입하고 05시28분과 06시13분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2분, 4분 뒤로 조정하였다.

추가 투입된 특급열차는 가좌, 신촌역에 정차해야하고 06시00, 55분, 7시12, 38분 완행열차는 급행 및 특급열차의 대피를

위해 능곡역에서 5분간 정차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현 급행 및 특급 대비 약1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9’에서 ‘Fig. 12’는 경의선 시나리오별 급행열차 투입시 열차운전선도이다.

‘Table 13’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 완행, 급행 및 특급 열차운행시간이다. 오전 러시아워 시간에 급행과 특급이 각각 2

회씩 운행하고 있다.

Fig. 9. Scenario 1-1 train performance curve. Fig. 10. Scenario 1-2 train performance curve.

Fig. 11. Scenario 2-1 train performance curve. Fig. 12. Scenario 2-2 train performa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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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통수요 추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연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분석방법론은 KDI의“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을 적용하였다. 자료 중 검토구간 Network의 경우, 일산선 대화역~주엽역 구간에 실존하지 않는 역사가 반영되어 있어 이

를 삭제하였으며, 경의선 서울역~문산에 대해서도 역방향 노선체계를 추가하였다. 완·급행 혼용 운행시 역간 통행시간의 변화에

따른 교통수단간 전환수요를 재예측해야 하나, 이번 연구에서는 전환수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철도이용

O/D는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정차역 변경으로 인한 접근시간 변화만을 고려하였다. 수요예측 시에는 개략적인 분석을 위해

각 역에서 승차한 이용객은 종점까지 하차 없이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CASE별로 비교하였다. ‘Fig. 13’은 교통수요 추정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4’는 수도권교통본부 관련자료 중 오류 또는 누락된 부분의 수정과 추가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4. Network modification.

Rout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Distribution data, 2010) Modification

Ilsan-line Missing entire route Add route

Gyeongui-line
Daehwa~Juyeop Reflecting non-existing Station Delete

Jeongbalsan Missing transit Connector Add

Table 13. Train schedule of the Gyeongui-line current operation.

Current operation

Operation time Train service End station Operation time Train service End station

05 : 15 Omnibus Seoul 07 : 12 Omnibus Seoul

05 : 25 Omnibus Gongdeok 07 : 22 Express Gongdeok

05 : 42 Omnibus Gongdeok 07 : 28 Omnibus Gongdeok

05 : 58 Omnibus Seoul 07 : 38 Omnibus Gongdeok

06 : 13 Omnibus Gongdeok 07 : 50 Intercity Seoul

06 : 27 Omnibus Seoul 07 : 53 Omnibus Seoul

06 : 33 Omnibus Gongdeok 08 : 00 Omnibus Gongdeok

06 : 43 Express Gongdeok 08 : 10 Omnibus Gongdeok

06 : 47 Omnibus Gongdeok 08 : 25 Omnibus Gongdeok

06 : 55 Omnibus Gongdeok 08 : 40 Omnibus Gongdeok

07 : 07 Intercity Seoul 08 : 55 Omnibus Seoul

Fig. 13. Traffic demand estimat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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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통행배정 모형의 정산은 KDI의“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모형 및 파라미터를 적용

하였으며, 전일 O/D 통행량 기준으로 통행배정모형을 정산하였다. 분석대상 주변의 주요 역별 수요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5’와 같이 대부분의 역에서 오차범위 ±30% 이내로 정산이 되었다.

일산선 구간의 교통 분석결과 일산선 총 이용수요가 시나리오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Table 16’의 시나리오 1이 이

용객당 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통행시간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의선 구간의 교통 분석결과 경의선 총 이용수요가 시나리오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Table 17’의 시나리오 2-2가 이

용객당 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통행시간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5. Modified network traffic demand.

Route & Station
Observed traffic Traffic assignment Error rate(%)

Ride Alight Ride Alight Ride Alight

Ilsan Line

Daehwa 14,419 11,782 12,961 12,850 -10.1% 9.1%

Juyeop 9,621 9,719 10,485 11,151 9.0% 14.7%

Jeongbalsan 8,534 9,047 7,719 8,805 -9.6% -2.7%

Madu 8,895 9,312 10,245 10,423 15.2% 11.9%

Baekseok 9,311 8,790 9,558 9,844 2.7% 12.0%

Daegok 513 420 568 495 10.7% 17.9%

Hwajeong 20,487 20,935 20,795 22,510 1.5% 7.5%

Wondang 13,199 12,580 13,730 14,733 4.0% 17.1%

Samsong 6,621 6,173 6,289 5,278 -5.0% -14.5%

Jichuk 1,810 2,089 1,901 2,157 5.0% 3.3%

Gupabal 15,551 11,698 13,639 10,879 -12.3% -7.0%

Gyeongui line

Hwajeon 1,829 1,869 2,071 1,979 13.2% 5.9%

Haengsin 4,714 4,349 5,306 3,195 12.6% -26.5%

Neunggok 3,656 2,473 3,326 2,648 -9.0% 7.1%

Daegok 534 391 445 420 19.0% 10.8%

Goksan 374 379 654 424 22.50% 8.40%

Baengma 3,560 3,243 4,147 3,805 16.5% 17.3%

Pungsan 2,697 2,494 2,903 2,802 7.6% 12.3%

Ilsan 5,604 5,516 6,647 4,913 18.6% -10.9%

Tanhyeon 4,014 3,911 4,805 3,411 19.7% -12.8%

Table 16. Traffic demand prediction result for Ilsan-line.

Category 2021 (year) 2031 (year) Priority

Scenario 1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672,923 3,022,868

1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3,439 48,991

Scenario 2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685,275 3,036,902

4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3,589 49,309

Scenario 3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681,485 3,031,882

2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3,482 49,165

Scenario 4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679,679 3,029,747

3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3,560 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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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급행화가 가능한 광역철도를 선정하여 운영현황 및 여건을 조사·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현 운행과 급

행 및 특급열차를 도입한 열차운행을 분석하여 열차운전선도를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일산선은 전동차 전용선으로 대화~지축(상행)까지 4~5분 간격으로 완행열차 운행 중으로 전 역 정차를 하고 있다. 현 운

행패턴을 유지한 상태로 7시04분, 7시23분, 7시45분, 8시06분 기존 완행열차의 출발시간을 1~3분 조정하여 급행열차로

변경 투입(4회)하여 운행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대화, 마두, 화정, 원당, 지축의 3~5개역을 정차역으로 산정하여 검토하

였다. 검토결과 대화, 화정, 지축 3개역만 정차하는 시나리오 1이 현 완행열차 대비 약 7.9분 단축하여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2) 경의선의 경우 현재 급행 및 특급열차가 운행 중이며, 시나리오 1은 현 운행 패턴을 유지한 채 백마 및 대곡역을 무정차

로 운행하는 안으로 대곡역, 무정차시 약 1분, 백마역과 대곡역을 무정차로 운행 시 약 2.4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하며 서울역행 특급열차를 1회 추가 투입하여 운행하는 안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

과 백마역과 대곡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06시14분 서울역행 특급열차를 추가 투입하여 운행하는 시나리오 2-2가 통행시

간 단축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Table 18’과 ‘Table 19’의 결과는 열차운전 시행세칙(2013)에 따라 선로 최고속도와 하구배 제한속도에 의해서 급행

열차의 시간단축 효과가 크지 않으나 출·퇴근시의 4~5분의 시간단축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상기 결과는 급행 및

특급열차 도입이 가능한 노선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여부와 운행방안을 제시하여 속도향상 등을 통한 통행시간 절감과 이용효

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시설 확장 및 개량을 위해서는 인접한 지장물 등을 고려한 국내 관련

규칙 및 기준의 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8. Scenario-specific scheduled speed change (Ilsan-line).

Category Distance (km) Time (min) Scheduled speed (km/h)

Current operation

by Ilsan-line

Non-stop running
19.18

23.50 57.25

Operation Service 21.60 53.28

Scenario 1
Non-stop running

19.18
19.10 60.25

 Operation Service 19.60 58.71

Scenario 2
Non-stop running

19.18
19.40 59.32

Operation Service 20.40 56.41

Scenario 3
Non-stop running

19.18
19.80 58.12

Operation Service 20.80 55.33

Scenario 4
Non-stop running

19.18
20.10 57.25

Operation Service 21.60 53.28

Table 17. Traffic demand prediction result for Gyeongui-line.

Category 2021 (year) 2031 (year) Priority

Scenario 1

Scenario 1-1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72,815 317,038

4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476 5,201

Scenario 1-2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73,786 318,130

3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490 5,219

Scenario 2

Scenario 2-1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73,177 317,452

2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469 5,192

Scenario 2-2
Railway operation distance (person·km) 275,989 320,662

1
Railway operation time (person·hr) 4,446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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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Scenario-specific scheduled speed change (Gyeongui-line).

Category Distance (km) Time (min) Scheduled speed (km/h)

Current operation

by Gyeongui-line

Express train service
44.72

45.50 59.63

Intercity train Service 44.00 62.75

Scenario 1-1
Express train service

44.72
44.00 60.98

Intercity train Service 43.02 64.19

Scenario 1-2
Express train service

44.72
42.62 62.96

Intercity train Service 41.65 66.29

Scenario 2-1
Express train service

44.72
44.00 60.98

Intercity train Service 43.02 64.19

Scenario 2-2
Express train service

44.72
42.62 66.25

Intercity train Service 41.65 6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