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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천시는 급증하는 도시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인천도시철도1호선, 2016년 인천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었다. 이외에도 경인철도,7호선연장, 공항철도, 수인선 등이 운영되고 있

어 도시 및 광역철도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재편되는 도시철도망이 가지는 효과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통초기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용편리성이 매우 크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인천시의 

남북대중교통 시설공급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인천시 교통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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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매

일 체감하는 중요 문제다. 그 중에서도 대규

모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의 시민이용만족도는 도시 경영을 위한 중요

지표이다. 인천시도 도시규모 및 인구 증가

로 인해 이 문제에 예외일 수 없다. 이 시점

에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어 시민만족

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 이 지표는 향후 인천시 교통

정책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몇가지 시민들의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되어야할 인천시의 대중

교통정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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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조사내용 및 기초분석

2.1.1 조사내용

조사방법은 역별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2,053명(남 980명, 여자 

1,073명)이 조사되었다. 

2.1.2 기초분석

인천도시철도2호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통행목적을 살펴보면 귀가(29.2%), 

기타(26.2%), 등교(15.6%), 출근(1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목적지를 

살펴보면 인천내부로 가는 비율이 92.2%로 

나타나 시내통행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울이 

5.6%, 경기도 1.8%로 나타났다. 

또한, 개통전후 버스이용객이 가장 많이 

도시철도로 전환되었으며 응답자중 개통전에 

승용차 이용자가 6.2%에서 개통후 1.0%로 

줄어들었다. 승용수요의 일정부분이 

철도수요로 전환된 측면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수요전환이 버스에서 이루어져 

대중교통시장확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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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2.1.3 만족도 

2호선에 대한 개통전후 시민들 만족도는 

98%이상이다. 특히 통행시간이 개통전 평균 

45.5분에서 개통후 30.2분으로 줄어들어 시민

만족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Table 1 questionnaire survey target

sex No. of people ratio(%)
male 980 47.7%

female 1,073 52.3%
sum 2,053 100.0%

3. 결 론

전체적으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으로 

인천시민들의 통행시간 단축과 이용편리성 

증진에 힘입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물론 개통초기 시스템 안정까지 

고장과 연착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과라 더욱더 의미가 

있다 하겠다. 혼잡문제 등 다소간 불만족한 

항목도 있지만 점차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 

Fig.3 Inconveniences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다만 승용차 수요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버스수요에서 대부분 전환된 점이 

아쉬워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Fig. 1 Trip Purpose by Line2

Fig.2 The Mode Change before and after opening(Incheon Lin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