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5-⑯

지하철 5호선, 9호선 조기 해결

소관부서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철도건설팀장 지종운
철도사업팀장 박종은

담당자 박대진 (☎ 5941 )
담당자 서지호 (☎ 5269 )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

사업주체

국가,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예산구분
예산

완료

○

이행단계

추진중 일부 추진

보류

추진율
(%) 완료연도

100

2021

□ 사업개요
m 사업노선 : 지하철 5호선 상일동 ∼ 창우동[7.7㎞(하남 6.6km)/ 5역(하남 4역)]
m 공사구간 : 1단계[강일동(H1) ∼ 하남풍산(H3)]
2단계[하남시청(덕풍·신장)(H4) ∼ 하남검단산(H5)]
m 공사현황 : 공정률 99.51% (2021. 2. 26. 기준)

단위 : %)

(

1단계
2단계
구분 전체 계
1공구
소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3공구 계 4공구 5공구
공정률 99.51 99.19 97.57 100 95.15 100 100 100 100 100
※ 하남시 구간(미사역~하남검단산역) 공정률 100%
□ 그간 추진사항
m 2017. 10. ∼ 2019. 09.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실무협의 추진

(하남시↔서울교통공사)

m 2019. 07. 24. 시험운행 열차 투입
m 2019. 10. 04.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m 2020. 01. 13. ∼ 03. 13. 시설물 검증시험 착수 및 결과 검토
m 2020. 05. 04.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구간 개통예정일 지정 알림

(하남시→국토부 등 관계기관) ※ 개통예정일 : 2020.08.08.(토)

m 2020. 05. 18. ∼ 06. 18. 영업시운전 실시

m 2020. 06. 26. ∼ 07. 09. 영업시운전 결과 검토(교통안전공단, 국토부)
m 2020. 07. 10. 철도종합시험운행 종합보고 제출(도기본)
m 2020. 07. 10. ∼ 07. 24. 종합보고 검토(교통안전공단, 국토부)
m 2020. 07. 24. ∼ 08. 07.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교통안전공단, 국토부)
m 2020. 08. 08. 하남선 1단계 개통(미사역·하남풍산역)

□ 하남선 2단계 추진 경위
m 2020. 04. ~ 06. 공종별 시험
m 2020. 07. 15. ~ 08. 13. 사전점검
m 2020. 08. 24. 철도시설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 조치계획서 제출
(서울시→교통안전공단)
m 2020. 08. 28. 하남선 2단계 구간 적기 개통을 위한 협조 요청(건의)
(경기도→대광위, 하남시, 서울특별시 도기본 등)

※ H1정거장 공정 부진으로 시설물검증시험 착수 지연 예상

m 2020. 09. 11. 하남선 2단계 시설물검증시험 관련 업무 협의
m 2020. 11. 06. 하남선 2단계 구간 시설물검증시험 착수 회의

※ 시설물검증시험 추진계획 설명 및 관계자 안전 교육

m 2020. 11. 09. ~ 2021. 01. 22.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및 결과사항 보완
m 2021. 01. 30. ~ 2021. 02. 26. 영업시운전 시행
m 2021. 02. 26. 하남선 2단계 구간 영업시운전 종료회의
m 2021. 03. 24.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국토부)
m 2021. 03. 27. 하남선 2단계 개통

※ 하남선 복선전철 전 구간 개통

□ 기대효과
m 지하철 5호선(연장) 적기 개통을 통한 미사강변도시 및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공약실행 목표

최종목표
지하철 5호선(연장)
적기 개통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차별 달성 목표
내 용

공정점검, 관계기관 협력(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1단계 종합시운전 시행, 적기 개통 협력
공정점검, 관계기관 협력(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1단계 종합시운전 시행, 적기 개통 협력
2단계 종합시운전 시행, 적기 개통 협력
2단계 구간 개통

□ 소요예산 현황
m 소요예산 : 9,810억원(하남선 20차 총사업비 기준)

- 국비 4,024, 도비 813, 시비 813, 서울시 863, LH 3,297
※ 향후 총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분담비율 등 최종 변경될 수 있음

m 연도별 집행계획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80,964
402,343
81,339
81,339
415,943

(단위 : 백만원)

기투자
844,023
371,910
77,822
77,822
316,469

2018
95,557
12,094
626
626
82,211

2019 2020 2021
34,875 6,509 13,200 5,139 2,828
63 2,828
63 16,019 1,244 -

m 연도별 집행실적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80,964
402,343
81,339
81,339
415,943

2022 2023년
이후

(단위 : 백만원)

기투자
844,023
371,910
77,822
77,822
316,469

2018
95,557
12,094
626
626
82,211

2019 2020 2021
34,875 6,509
13,200 5,139
2,828
63
2,828
63
16,019 1,244

2022 2023년
이후

지하철 9호선 추진기반 마련

사업주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예산구분
비예산

완료

이행단계

추진중 일부 추진

○

보류

추진율
(%) 완료연도

-

2028

□ 사업개요(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m 위

치 : 서울 강일지구 ~ 하남 미사지구 ~ 남양주 왕숙지구

m 연장노선 : L=18.08km(남양주 구간은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변경 가능)

※ 하남연장 구간 : L=1.4km, 정거장 1개소

m 총사업비 : 2조 1,032억원(하남시 구간 3,300억원, 하남시 비용부담 없음)

※ 남양주 구간 변경 시 총 사업비 변경 가능
※ 하남시 구간은 LH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

□ 그간 추진사항
m 2016. 0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고시(강일~미사, L=1.4km)
m 2018. 08. 22. 지하철 9호선 연계 하남연장 건의(하남시→서울시, 경기도)
m 2019. 01. 17.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관련 서울시 방문 건의(하남시장)
m 2019. 02. 20.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연구용역 발표

※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하에 조건부로 도시철도망 노선에 반영

m 2019. 06. 10.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간담회 9호선 조기추진 요청
m 2019. 07. 19.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 관련 의견 제출
m 2019. 08. 2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하남시장 간담회 개최(9호선 연장 건의)
m 2019. 09. 20. 대도시권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1~‘25) 광역철도 신규사업 신청
m 2019. 10. 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관련 신규사업(건의) 제출
m 2019. 10. 30.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2030 선포(9호선 미사연장 포함)

m 2020. 03. 24. 서울특별시(도기본) 방문, 9호선 연장(강일~미사) 관련 추진사항 논의
m 2020. 05. 0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하남시장 면담(9호선 연장 건의)
m 2020. 06. 08.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협약식 개최(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
m 2020. 08. 26. 남양주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의견
회신(9호선 포함, 하남시→경기도)
m 2020. 09. 25.

도시철도 9호선 연장(강일~미사~남양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
신청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m 2020. 11. 17.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로 강일~미사 연계하여 타당성 확보 전제로 광역철도 추진 (조건부)

m 2020. 12. 20.

도시철도 9호선 연장(강일~미사~남양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m 2020. 12. 29.

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사업 포함)

m 2021. 02. 03.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KDI 현장조사(방문)
m 2021. 04. 22.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개최 (반영)
m 2021. 04. 22. 국토부 3기 신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문제점 및 대책
m 서울시 평면환승 원칙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공동대응을 통한 지속 협의

※ 급행역 설치를 위해서는 직결연장 반드시 필요

□ 향후 추진계획
m 2021. 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기재부)
m 2022.12. 9호선 연장 관련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 반영 추진(국토부)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시 9호선 미사구간 조기 착공토록 협의

m 하남연장 9호선이 급행 정차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협의

□ 기대효과
m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을 통한 미사지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공약실행 목표

최종목표

연도
2018년
지하철 9호선(연장) 2019년
추진기반 마련 2020년
2021년
2022년

연차별 달성 목표
내 용
9호선 연계 하남연장 건의
9호선 단계별 연장관련 관계기관 협의
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9호선 관련 법정계획 반영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 소요예산 현황
m 소요예산 : 2조 1,032억원(하남시 구간 3,300억원, 하남시 비용부담 없음)

※ 남양주 구간 변경 시 총 사업비 변경 가능
※ 하남시 구간은 LH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

