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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6년 7월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었으며, 공항철도 검암역,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

시청역, 경인선 주안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도시철도가 가지는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파급력

은 매우 크다. 특히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은 주변의 교통수단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

으로 승용차 이용수요가 전환되는 규모도 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버스수요 변화가 더욱 크다. 이

에 따라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으로 대중교통 시장의 주요한 수단인 철도와 버스간 수요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이용객은 승용차 

수요에서 전환된 것보다는 대부분의 수요가 시내버스에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인천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 신규노선개통, 교통카드자료, 버스, 도시철도

1. 서 론

인천시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

통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근래 개통된 인천도시철도2호선

도 그 일환으로 신설된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검단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운영되는 연장 

29.1km의 구간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향후 진행되면 보다 많은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노선이다. 경전철로서 2

량1편성 운영되며 첨두시 3분, 비첨두시 6분

간격으로 운영되면서 개통초기부터 10만명이

상의 수요가 이용하면서 계획수요에 이미 다

다른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은 향후 다양한 교

통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분석을 수행

하였다.

† 교신저자: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knight9@idi.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2. 본 론

2.1 교통카드자료

2.1.1 교통카드자료

2016년 7월30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개통전후 대중교통 수요변화를 살피기 위해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6년 5월 

3째주 평일 및 주말 자료와 10월 3째주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전체의 대중교통 

수요변화를 분석하였다. 

2.1.2 분석

평일기준으로 버스수요는 10.5%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 수요는 6.9%증가하였다. 주말은 

버스 11.5% 감소, 도시철도 7.9%증가하였다. 

신설된 도시철도 2호선의 전체적인 

수요증가는 대부분 버스에서 전환된 수요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시기 

코레일파업 등 몇가지 교통환경변화로 인해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수요가 감소하여 

인천시도 대중교통시장수요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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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demand

Mode demand change of 
demand

weekday

Bus
1,303,628

-10.5%
1,167,074

Subway
794,707

6.9%
849,799

weekend
Bus 1,041,372 -11.5%

921,670

Subway 693,659 7.9%
748,457

3. 결 론

대중교통 시장의 큰 축인 버스와 

도시철도간 상호 수요의 뺏고 뺏김은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규모 확대를 

도모하지 못하고 동일한 파이크기에서 

버스와 철도 분담률 변화는 고질적인 

교통분야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전후 동시에 

버스노선개편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호선 인근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2호선 

이용을 장려한 측면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중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중교통분야의 해묵은 

시장확대 정책실패는 단순히 시설공급에만 

급급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즉, 

승용수요억제를 위한 수요저감대책, 승용차 

수요 전환을 위한 노선발굴 및 설치, 

대중교통 통행시간 감소방안 및 고급화, 

환승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대규모 시설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중교통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성장과정이나 

특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도시나 획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Fig. 1 Analysis of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