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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st phase section of line 9 which had been constructed by first private capitalization 
business of Seoul city was opened on July 24, 2009. There are 25 stations of 25.5km 
operation distance between Gaehwa and Sinnonhyeon, running regular and express trains on 
the same track.

The number of daily passenger demand has risen to above 200thousand passengers with  
record above 90% of anticipatied transport demand in 2010. The construction of second 
phase section(Sinnonhyeon~Bohoon Hospital : 14km, 13 stations)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for opening in 2016.

This study aims to suggest optimal operating patter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oretical 
operating headways for regular and express trains, demand of rollingstocks mainly analyzed 
on record of first phase demand of line 9 and anticipated transport demand of second phase 
basic plan.

1. 서론

  2009년 7월24일 서울시 지하철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9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영업연장 25.5km구간에 개화~신논현 25개 정거장이 있으며 동일노선에서 

완행열차와 급행열차를 혼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개통이후 2010년 1일 수송수요가 20만명 이상으로 기본계획에서 예측된 수요의 90%이상 

수송실적이 있으며, 2016년 전구간 완전개통을 목표로 2단계 구간(신논현~보훈병원 : 14km, 

13개역)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9호선 1단계 수송실적과 2단계 기본계획에서 예측된 수송수요를 분석하여 

전 구간 개통시 원활한 승객수송을 위하여 완급행 열차운행시격, 차량 소요편성수 등 열차

운행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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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9호선 1단계 개통으로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행열차를 타면 

강서~강남을 20분 내에 오갈 수 있다. 하지만 배차간격이 약 20분이어서 출퇴근 열차이용시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1년 8월22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급행열차 5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출퇴근시간 외에도 10월까지 열차 7대(28량)을 추가 투입해 총 12대

(48량)을 배치하여 기존 24대,96량에서 36대,144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승하차 

수요 및 완급행 차량별 승객이용현황 조사 결과 현재 열차 운행으로는 승객 욕구를 충족시

키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 후 이용하는 승객의 수요를 분석하여 2단계 개통에 따른 9호선 전 구간 완전개통을  

대비해 수송실적을 반영한 수요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2단계 개통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9호선 2단계 계획시 2016년 예측수요는 1단계 구간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시 예측된 

수요 26만 9천명 보다 많이 적은 16만 8천명 설계되었으며, 2단계 구간에서는 순승차인원

이 13만 2천명으로 설계되었다. 2010년 9호선 1단계는 예측수요는 1일 22만명으로 실제 

수요는 순승차 기준 172,000으로 실시협약 대비 78%이며, 2011년도 수송수요는 1일 평균 

20만6천명으로 실시협약 대비 93.9%의 순승차 실적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완전개통시 예측수요도 1단계 실제수요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 

개통을 앞두고 기존 1단계 수요와 공항철도 및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기존연구 고찰

1.3.1 9호선 1단계 설계 및 운영현황

  서울시 9호선은 건설, 운영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서울 강남의 동서지역 승객이 신속하게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복선+대피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업키로 25.5km, 25개역, 1개 차량기지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서울메트로9호선(주), 현대로템(주) 등 13개 기관에서 출자해 SPC를 설립하였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는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베올리아사와 현대로템(주)에서 지분을 나누어 10년간 운영한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운영개시 연도부터 5년간은 90%를 지자체인 서울

시에서 보장해 주며, 6년~10년까지는 80%, 11년~15년까지는 70%를 보장하도록 실시협

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9월 현재 첨두시간에는 급행 10분, 완행 7분시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총 소요시간은 완행의 경우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역까지 45분 가량 소요되며, 

급행을 이용할 경우 30분 가량 소요된다. 이 구간을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다면 40여분이 

소요되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64분 가량 소요되므로 급행열차를 이용할 경우 승용

차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확장 및 서울시 도시교통확충계획에 따라 

장래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계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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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이 정차하지 않는 일반역으로 가려고 할 때 불편함 없이 빠르게 도심으로 접근하고

자 하는 승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행열차와 급행열차 운행비율 및 정차시간 조정, 

첨두시 운행변경 등의 방법으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9호선 1단계 운영현황 및 2단계 운영 기본계획

2.1. 9호선 1단계 운영현황

2.1.1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

2.1.1.1 운영조직

  운영조직은 〈그림 2-1〉과 같이 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이며, 인사본부, 재경본부, 운영

본부, 기술본부와 안전품질실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9호선운영(주) 운영조직>

2.1.1.2 인력운영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서울시9호선 운영주식회사와 2009년 7월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기간은 2019년 6월까지 10년이다.

운영인력은 총 541명으로 4본부 1실 16개 부서이며 km당 21.2명으로 본부별 인원배정은

〈표2-1〉과 같다,

차량검수 및 정비 인원은 총 55명으로 현대로템(주)의 차량유지보수 자회사인 메인트란스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단위: 명)

임원 안전품질 인사본부 재경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

5 13 20 41 333 129

<표 2-1. 9호선운영(주) 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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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단계별 노선현황 및 사업규모

2.1.2.1 노선현황

  1단계는 김포공항과 신논현 구간 25.5km로 운영중이며, 2단계는 신논현, 종합운동장 구간 

4.5km 5개역으로 2014년 1월 개통 예정이며, 3단계는 종합운동장 ~ 둔촌동 구간 9.5km 

8개역으로 2016년 4월 개통 예정이다.

2.1.2.2 사업규모

  현재 총 24편성(4량 1편성)으로 급행열차는 주요 9개역(김포공항-가야-염창-당산-노량진

-동작-고속터미널-신논현)만 정차하고 급행열차 정차역에서 일반열차를 탈 수 있으며, 

급행열차 이용시 추가요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개통예정)

구   간 개화↔둔촌동(보훈병원) 개화↔신논현 신논현↔둔촌동

영업거리 40.48km 27.0km 13.48km(연장14km)

역   수 38개 25개 13개

차량편성 33개 편성 198량 164량 34량

<표2-2. 9호선 단계별 사업규모>

2.2 9호선 2단계 운영 기본계획

2.2.1 영업시간 및 운전계획

2.2.1.1 영업시간

  영업시간은 05:30~익일01:00까지 총 19시간 30분으로 일반열차의 경우 7분~10분

(RH), 급행열차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출근첨두시(07:00~09:00), 퇴근첨두시 

2시간(18:00~20:00)으로 한다.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운행계획은 완급행 혼용운행 및 

1:1비율 배치에 기준을 두어 수송수요를 감안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시  간 비  고

영업시간 05:30~01:00 19.5시간

첨두시간
출근첨두 07:00~09:00 2시간

퇴근첨두 18:00~20:00 2시간

<표2-3. 9호선 영업시간>

2.2.1.2 운전계획

  9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전 구간 첨두시 수송수요는 완행열차의 경우 7,494명, 급행열

차는 7,433명으로 예측하였으며 각각 10분 시격으로 운행시는 혼잡율이 약 135%정도이며, 

2026년도와 2036년도는〈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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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년  도 완급행
수송수요

(인/시/방향)
열차편성 운전시격 혼잡율

2016년
완행 7,494 6량 10.0분 135%

급행 7,433 6량 10.0분 134%

2026년
완행 7,895 6량 10.0분 143%

급행 7,888 6량 10.0분 143%

2036년
완행 7,323 6량 10.0분 132%

급행 7,343 6량 10.0분 133%

<표2-4. 목표연도별 수송계획>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구간 운행시 영업거리는 완급행열차의 경우 각각 27.0km, 

23.36km이며, 소요시간은 52분, 30분이다. 9호선 2단계(신논현~둔촌동)구간 운행시 영업

거리는 완급행열차의 경우 각각 13.48km이며, 소요시간은 23.2분/17.9분이다. 9호선 2단

계까지 완전개통시 영업거리는 완급행열차의 경우 각각 40.48km, 36.84km이며, 소요시

간은 75.2분, 47.9분이며, 전동차 소요편성수 및 운행횟수는〈표 2-5〉와 같다.

구    분
9호선 전체

(완전개통시)
개화~신논현(1단계)

(‘11.8.22기준-메트로 9)
신논현~둔촌동
(2단계 적용)

영업거리(km)
완행 : 40.48
(급행: 36.84)

완행 : 27.0
(급행 : 23.36)

13.48(14.0:노선연장)
(완급행 동일)

정거장수(역) 38 25 13

전동차수(량)
33편성/6량
(198량)

24→29편성/4량
( 96량→116량)

34량(1단계 68량)

운행횟수
(완행/급행) 388회(194/194) 394회(250/144) 388회(194/194)

운행시격(RH기준) 10분 / 10분 7분 /10분 10분/10분

표정속도(km/h) 32.3 / 46.1 31.2 / 46.8 32.3 / 46.1

소요시간(분) 75.2분 /47.9분 52분 / 30분 23.2분 / 17.9분

<표2-5. 9호선 단계별 운전계획>

  9호선 완전개통시 평일기준 시간대별 운전회수 및 주행거리는〈표2-6〉와 같이 완급행

열차 각각 1일 194회 운행하며, 주행거리는 1일 완행은 7,853km, 급행은 7,146km를 운행

한다. 

(2016년 이후)

시간대 시격(분) 운전횟수(회)
주행거리(km)

완행 급행

05:30~07:00 15 6×2=12 458.76 442.03

07:00~09:00 10 12×2=24 971.52 884.06

09:00~18:00 12 45×2=90 3,643.20 3,315.24

18:00~20:00 10 12×2=24 971.52 884.06

20:00~22:00 12 10×2=20 809.60 736.72

22:00~01:00 15 12×2=24 971.52 884.06

계 194 7,853.12 7,146.17

<표2-6. 9호선 운전횟수 및 주행거리>

502



  목표 연도별 소요 편성수는 〈표2-7〉과 같이 2015년 까지는 4량편성으로 운행하고, 

전 구간 개통되는 2016년부터는 6량편성으로 확대하여 운행될 예정이다.

년도
량/편성 운행편성수 예비편성수 소요편성수(량)

비고
완행 급행 완행 급행 계 완행 급행 완행 급행 계

2009 4량 4량 12 8 21 2 1 15(60) 9(36) 24(96)

2016 6량 6량 17 11 28 3 2 20(120) 13(78) 33(198)

2026 6량 6량 17 11 28 3 2 20(120) 13(78) 33(198)

2036 6량 6량 17 11 28 3 2 20(120) 13(78) 33(198)

<표2-7. 목표 연도별 소요편성수>

2.2.1.3 주박 및 유치계획

  단계별 개통에 따른 유치 및 주박계획은 〈표2-8〉와 같이 본선과 차량기지에서 주박 및 

유치 편성수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2009년, 2016년이후 본선주박은 각각 8편성, 12편성이

며, 차량기지주박은 각각 16편성, 21편성이다.

구  분 2009년(1단계) 2016년 이후(2단계 개통)

본선 주박 8편성 12편성

차량기지 유치 16편성 21편성

<표2-8. 유치 및 주박계획>

3. 9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전 구간 운전계획

3.1 수송수요 분석 

3.1.1 수송수요 현황

〈표3-1〉은 1~4호선, 9호선의 영업키로, 정거장 수, 2010년도 1일 수송수요를 나타낸다. 

1~4호선의 수송수요는 기존 이용객들의 고정수요로 많으나 9호선의 경우 영업 운행 기간

이 짧아 영업키로에 비해 적은 수송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초기 수송수요의 특징상 안정화 

상태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교통수요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용객 측면

에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면과 운영자 측면에서 열차운행계획 조정 및 마케

팅 전략의 혼선에 대한 대응과 개통초기 불안감, 토지이용변화, 정책변화, 전환수요 영향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외부효과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 전환수요 

유입시 1일 수송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2010년 수송실적 기준)

구 분 1호선 2호선(본선) 3호선 4호선 9호선

업키로 7.8km 48.8km 38.2km 31.7km 25.9km

정거장 수 10 43 34 26 25

1일 수송수요 450,435 1,960,323 754,701 831,853 172,000

<표3-1. 2010년 운영기관 수송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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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9호선 수송실적

〈표3-2〉에서처럼 9호선 1단계 개통년도의 8월~12월까지의 수송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수송실적)

구 분 평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송 실
(승차+유입)

6,578,095 6,015,286 6,509,572 6,600,572 6,490,244 7,274,802

1일 평균수요 216,385 197,871 214,131 217,124 213,495 239,303

순승차 4,235,474 3,830,633 4,144,578 4,253,690 4,241,975 4,706,495

1일 순승차 139,325 126,008 136,335 139,924 139,539 154,819

<표3-2. 9호선 1단계 2009년 월별 수송실적>

3.1.3  9호선 1단계 구간 1일 수송수요 분석

구 분

1단계 구간  구간 개통시(기본계획)

실시 약
(순승차)

수송실
(순승차)

1단계구간 2단계구간 총 수요

순 승차 환승승차 순 승차 환승승차

2009년 192,952 139,325 - - - -

2010년 220,279 172,000 - - - -

2011년 220,279 206,831 - - - -

2016년 269,271 - 168,227 144,313 132,589 60,311 505,440

2026년 311,769 - 184,373 148,555 141,639 64,870 539,437

2036년 327,642 - 172,224 141,401 129,988 60,756 504,369

<표3-3. 9호선 1단계 기본계획 수송수요>

3.1.4 9호선 1단계 수송실적을 반영한 예측수요 재산정

  1단계 실시협약의 수송수요 예측치의 93.895%의 수송실적을 2단계 구간 계획시 예측한 

1단계 순승차 인원에 비례하여 증가한 수요를 2016년부터 반영한 수송수요이다. 

구 분

1단계 구간
구간 개통시

(실 반  측수요)

실시 약
(순승차)

수송실
순승차

1단계구간 2단계구간 총 수요

순 승차 환승승차 순 승차 환승승차

2009년 192,952 139,325 139,325 77,060 - - 216,385

2010년 220,279 172,000 172,000 - - -

2011년 220,279 206,831 206,831 - -

2016년 269,271 252,832 144,313 199,271 60,311 656,727

2026년 311,769 292,736 148,555 224,884 64,870 731,047

2036년 327,642 307,639 141,401 232,194 60,756 741,990

<표3-4. 9호선 1단계 수송실적을 반영한 전구간 개통시 수송수요 예측>

  9호선 2단계 계획시 9호선 전체 1일 수송수요인 505,440명보다 1단계 수송실적을 반영한 

1일 예측수요는 151,287명(30%) 증가한 656,727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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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첨두시 재차인원 분석

  〈표3-5〉는 2016년 대곡~소사, 2019년 GTX 기본계획 설계과정에서 적용한 1일 수송

수요, 첨두시 수송인원, 첨두시 최대 재차인원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9호선 수송수요 

산출을 위한 첨두시 수송인원과 첨두시 최대 재차인원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구 분
곡~소사

(2016년)

GTX(2019년) 9호선

(기본계획)
비 고

A LINE B LINE C LINE D LINE

1일 수송수요(A) 219,117 360,377 281,307 346,747 98,676 505,440

첨두시 

수송인원(B)
24,508 34,861 27,212 33,543 9,546 52,717

첨두시 최  

재차인원(C)
5,649 11,757 8,815 9,321 4,808 14,927

B/A(%) 11.18 9.67 9.67 9.67 9.67 10.43 평균10.43

C/B(%) 23.0 33.7 32.4 27.8 50.4 28.3 평균32.6

<표3-5. 첨두시 최대 재차인원 분석>

  첨두시 수송인원은 노선별 전체 1일 수송수요의 평균 10.43%이며, 첨두시 최대재차인

원은 첨두시 수송인원의 평균 32.6%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3.1.6 9호선 전구간 개통시 첨두시 재차인원

 〈표3-6〉은 2016년 전구간 개통년도 9호선 1일 수송수요, 첨두시 수송인원 산정하여 첨

두시 최대 재차인원이 22,330명을 나타낸다.

구 분 1일 수송수요 첨두시 수송인원(A) 첨두시 최  재차인원(B) B/A(%)

9호선

(2016년)
656,727 68,497 22,330 32.6

<표3-6. 9호선 전구간 개통시 첨두시 재차인원 산정>

3.1.7 목표 연도별 수송수요 예측

년도
1일 수송인원(명) 첨두시 수송인원

(명)

첨두시 재차인원

(명)
비 고

순 승차인원 유입인원 합계

2016 452,103 204,624 656,727 68,497 22,330

2026 517,622 213,425 731,047 76,248 24,857

2036 539,833 202,157 741,990 77,390 25,229

<표3-7. 목표 연도별 수송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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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전시격 및 차량소요량 검토

3.2.1 차량정원 및 수송력

3.2.1.1 혼잡도는 첨두시간 정원(좌석+입석)의 150% 적용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 1인당 

점유면적 0.35m2/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3.2.1.2 차량정원

정 원(명) 만차시
비 고

계 좌석 입석 계 좌석 입석

145 45 100 218 45 173
0.35m2/인 기준

158 54 104 237 54 183

<표3-8. 차량정원>

3.2.1.3 편성구성에 따른 수송력

구분 4량 6량 8량 비고

수송인원
정원시 만차시 정원시 만차시 정원시 만차시

혼잡률150% 적용
606 909 922 1,383 1,238 1,858

<표3-9 편성 구성에 따른 수송력>

3.2.1.4 운전시격에 따른 시간당 수송력

운전

시격

1시간당

운전회수

4량편성 6량편성 8량편성
비 고

정원(명) 만원(명) 정원(명) 만원(명) 정원(명) 만원(명)

3.0분 20회 12,120 18,180 18,440 27,660 24,760 37,160

혼잡율

150%

기준

4.0분 15회 9,090 13,635 13,830 20,745 18,570 27,870

5.0분 12회 7,272 10,908 11,064 16,516 14,856 22,296

6.0분 10회 6,060 9,090 9,220 13,830 12,380 18,580

7.0분 8.6회 5,212 7,818 7,929 11,894 10,647 15,979

10.0분 6회 3,636 5,454 5,532 8,298 7,428 11,148

<표3-10. 운전시격에 따른 시간당 수송력>

3.2.2 운전시격 및 차량소요량 검토

3.2.2.1 운전시격

  목표연도별 열차편성별 운전시격은 2016년 이후에는 6량 1편성으로 운행하므로 6량과 

8량의 수송력을 반영해 운전시격을 검토하였다. 

3.2.2.2 소요편성수

  위에서 검토한 운전시격을 적용해 2016년 이후의 소요편성수 및 예비편성수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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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후)

년 도
첨두시재차인원

(인/시/방향)

열차

편성

평균운전

시격

차량 소요편성수(량)
비고

운행편성 예비편성 합계

2016년 22,330
6량 4 35 5 40(240)

8량 5 28 5 33(264)

2026년 24,857
6량 3 45 7 52(312)

8량 5 28 5 33(264)

2036년 25,229
6량 3 45 7 52(312)

8량 4 35 5 40(320)

<표3-11. 운전시격 및 차량소요량>

3.3 9호선 1단계 수송수요를 고려한 2단계 열차운행방안

3.3.1 수송실적을 반영한 운행방안 분석

  9호선 완전개통시 증가된 예측 1일 수송수요 656,727명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6량편성의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최소운행시격이 4분, 차량 소요편성수는 40편성(240량)이 필요한 것

으로 검토되었으며, 8량편성일 경우 5분 시격, 33편성(264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구    분 기본계획
개선방안

비고
6량편성 8량편성

1일수송수요 505,440명 656,727명

첨두시재차인원 14,927명 22,330명

첨두시 시격 평균 5분 평균 4분 평균 5분

소요편성수(량)
33편성/6량
(198량)

40편성/6량
( 240량)

33편성/8량
(264량)

<표3-12. 운전시격 및 차량소요량 검토>

3.3.2 최적의 운행계획 도출

  9호선 완전개통시 증가된 예측 수송수요에 적절한 최적의 운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운행시격을 빠르게 하는 방법과 편성당 수송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동일노선에서 완급

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평균 5분 시격이 필요하다고 보면, 최소운행시격 5분은 줄일 

수는 없으나 편성당 수송력을 6량에서 8량으로 늘려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수를 8량으로 늘리는 방법이〈표3-13〉과 같이 9호선 2단계 개통시 최적의 

운행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장래 공항철도와 직결운행(8량)을 감안하면 2016년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완전 개통시에는 8량편성으로 운행하는 것이 이용승객 입장에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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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행계획 비고

1일수송수요 656,727명

첨두시재차인원 22,330명

첨두시 시격 평균 5분(완행 10분, 급행 10분)

소요편성수(량) 33편성/8량(264량)

<표3-13. 9호선 열차운행 계획>

4. 결론

   오늘날 친환경 녹색교통인 도시철도는 시민들이 편리함과 안락함, 그리고 환경친화적 

효과를 몸소 느끼며 철도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9호선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2016년 2단계 개통으로 인한 적절한 수송수요 산정이 열차의 효율적인 운행 및 철도 이용

자들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향후 9호선 전구간 개통시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여 완행과 급행열차의 1:1패턴을 이용 

수요에 적절한 운행패턴을 검토하여 다양한 열차운행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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